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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과해설

문장에서없어서는안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해석┃●내 집을 짓는 일은 멋지지만 겁이 난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

이다. ●내가그사실을알고있다는것이그를당황하게했다.

정답┃ 1. to overlook an unattractive appearance / 맛이아무리매력적이더라도, 매력적이

지못한겉모양을무시하기는어렵다.  2. Joining the club / 그동아리에가입함으로써학생들은

친구들과즐겁게지내거나새로운기술을배울수있다.  3. knowing how to use photography
effectively / 이디지털시대에, 사진술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방법을아는것은매우중요하다. 

1. allows / 사람들을믿고권한을부여함으로써여러분은달성해야하는일들에집중할수있

다.  2.Being / 서로다른틀을사용해서상황을바라볼수있는것은모든종류의도전을다룰때

매우중요하다.  3. gives / 인터넷상에서익명의상태에놓이는것은많은개인들에게자유의느낌

을주는데, 그것은그들이온라인상에서어떤것이라도말하고행동할수있다고느끼도록만든다. 

문장의핵심, 주어찾기Unit
01

동명사나 to부정사로시작하는주어인경우 ▶본문 p.121
구문 up

1 However appealing / the taste, / to overlook an unattractive appearance / is hard.

아무리매력적일지라도 / 그맛이 / 매력적이지못한겉모양을무시하는것은 / 어렵다

2 Joining the club / enables / students / [to have fun with friends] / or / [(to) learn a new skill].

그동아리에가입하는것은/ 가능하게한다/ 학생들이/ 친구들과즐겁게지내는것을/ 또는/ 새로운기술을배우는것을

3 In this digital age, / knowing / how to use photography effectively / is very important.

이디지털시대에 / 아는것은 / 사진술을효과적으로사용하는방법을 / 매우중요하다

` 1 To trust people / and empower them / allows / you to focus on the things / you need to 

accomplish.
사람들을믿는것은 / 그리고그들에게권한을부여하는것은 / 가능하게한다 / 여러분이일들에집중하는것을 / 여러

분이달성할필요가있는

2 Being able to look at situations / using different frames / is very important / when tackling 

all types of challenges. 
상황을바라볼수있는것은 / 서로다른틀을사용해서 / 매우중요하다 / 모든종류의도전을다룰때

3 Being anonymous on the Internet / gives / many individuals / a sense of freedom, / which / 

makes them / feel able to say or do anything online.

인터넷상에서익명의상태에놓이는것은 / 제공한다 / 많은 개인들에게 / 자유의 느낌을 / 그런데 그느낌은 / 그들을

만든다 / 온라인상에서어떤것이라도말하거나행동할수있는것처럼느끼도록

구문적용 training

아무리~할지라도 동사주어(to부정사구)

동사주어(동명사구) 목적어 목적격보어(to부정사)

목적격보어(to부정사)

분사구문(때)

계속적용법의관계대명사

(= and it)

목적격보어(동사원형)

주어(to부정사구) 동사 관계대명사절목적어

동사

동사

주어(동명사구)

주어(동명사구)

주어(동명사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분사구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normal[n≤;÷mÂl] 정상적인

under all circumstances

어떤경우에도

determination[ditË;÷m‰nèi∫Ân]

결단력, 결심

appealing[‰pí;li\] 매력적인

overlook[òuv‰÷lùk] 무시하다

empower[impáu‰÷] 권한을 부여

하다

tackle[t®kl] 다루다, 달려들다

anonymous[‰n£n‰m‰s] 익명의

∧
(that)

등위접속사: 두개의 to부정사구를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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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3

정답과해설

정답┃ 1. That I don’t love her / 내가그녀를사랑하지않는다는것은그문제와아무관련이

없다.  2. It(가주어), which way you put the card into the machine(진주어) / 어떤식으로여

러분이그카드를기계속에넣는지는중요하지않다.  3.What disturbs me(전체문장의주어),

good behavior(that절의주어) / 나를혼란스럽게하는것은선한행동이장려책을통해강화되어

야한다는것이다. 1.What’s / 인터넷에있어위험한점은가질만한자격이없는즉각적인

신뢰성이다.  2. is / 사람이얼마나많이벌수있는가가중요하지만, 똑같이중요하게고려해야할

다른사항들이있다.  3.Whether / 우리가건전한상호작용을촉진하는효과적인의사소통기술

을발달시키는지어떤지는주로우리가의사소통하는법을어떻게배우는가에달려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라도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그메달을따게될것이다. ●왜그들이그런치명적인실수들을했는지는우리에게알려

져있지않다. ●여러분이메탈리카보다모차르트로부터더많은것을얻는지아니면정

반대인지는중요하지않다. 

명사절이주어인경우 ▶본문 p.132
구문 up

critical[krítikÂl] 중요한

intelligent[intèlid,Ânt] 영리한

fatal[fèitÂl] 치명적인

disturb[distÁ;÷b] 혼란스럽게 하

다, 방해하다

reinforce[rì;inf≤;÷s] 강화하다

incentive[insèntiv] 장려책, 유인책

undeserved[>ndizÁ;÷vd] 받을

만한자격이없는

credibility[kréd‰bíl‰ti] 신뢰성

promote[pr‰móut] 촉진하다

interaction[ìnt‰r®k∫Ân] 상호작용

1 That I don’t love her / has nothing to do with the matter.

내가그녀를사랑하지않는다는것은 / 그문제와아무관련이없다

2 It doesn’t matter / which way / you put the card / into the machine.

중요하지않다 / 어떤식으로 / 여러분이카드를넣는지는 / 그기계안으로

3 What disturbs me / is / that good behavior must be reinforced / with incentives. 

나를혼란스럽게하는것은 / ~이다 / 선량한행동이강화되어야한다는것 / 장려책을가지고

` 1 What’s dangerous about the Internet / is / an undeserved instant credibility.

인터넷에있어위험한점은 / ~이다 / 가질자격이없는즉각적인신뢰성

2 How much one can earn / is important, / but there are / other equally important considerations.

사람이얼마나많이벌수있는가가 / 중요하다 / 하지만있다 / 똑같이중요한다른고려사항들이

3 [Whether we develop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 that promote healthy 

interactions] / depends largely / on how we learn to communicate.

우리가효과적인의사소통기술을발달시키는지어떤지는 / 건전한상호작용을촉진하는 / 주로달려있다 / 어떻게우

리가의사소통하는법을배우는가에

주어(that절)

가주어

have nothing to do with: ~와아무관련이없다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보어)

중요하다 진주어(간접의문문) 

there is/are: ~이있다

관계대명사(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수식)주어(whether절)

주어(의문사절) 주어동사

동사

동사주어(관계대명사what절)

주어(관계대명사what절)

단수동사 간접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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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과해설

01 정답 ②

전문해석┃우리가세상에서보는것은실체에대한객관적인견해가아니라부분적으로우리의성향

에근거한실체에대한관점이다. 어떤사람들은여러분이사물을보는방식대로사물을보는사람을

찾음으로써이러한과정을이용하는것이관계에있어서의성공적인의사소통의비결이라고주장해

왔다. 다시말해서, 여러분과같은관점을가진사람은여러분이보는것과같은방식으로관계를볼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론의논리에도불구하고, 관계의성공은똑같은방식으로사물을바라보는

것에달려있지않다. 대신에, 다른이의관점을존중하는것이지속적으로그관점에동의해주는것

보다훨씬더중요하다.

문제풀이┃ (A) 앞 내용을좀더쉽게풀어쓴내용이이어지고있으므로 In other words가적절하다. 

(B) 관계의 성공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이

어주는 Instead가와야한다. 

①다시말해서 - 그결과 ③예를들어 - 대신에 ④하지만 - 마찬가지로 ⑤하지만 - 그결과

02 정답 ③

전문해석┃개인적인역경을경험한많은부모들은자식들의더나은삶을바란다. 여러분의자식들

을불쾌한경험을하는것으로부터피하게해주는것이것은숭고한목표이고, 그것은자식에대한

사랑과 우려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들이 자식들의

삶을더즐겁게만들고있을지는모를지라도장기적으로그들은자식들이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대인관계와관련된기술을습득하는것을막고있는지도모르는것이다. 건강한발전을위해, 아이

는약간의실패를다루어야하고, 몇몇어려운시기를거치며고군분투하고, 몇몇고통스러운감정

을경험해야한다. 모든것을가졌던아이는이러한‘사치’에대해대가를치룰지도모른다는점을

명심하라. 

문제풀이┃ (A)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불쾌한’경험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게 해 주는 것이 목

표이므로 unpleasant가적절하다. (pleasant: 즐거운, 유쾌한)

(B) 아이가 역경을 피하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이의 삶을‘더’즐겁게 만들지도 모른다. 따

라서 more가적절하다. (less: 덜)

(C)‘사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이는‘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이다. 따라서 everything이 적절하

다. (nothing: 아무것도없는것)

정답 01② 02③

▶본문 p.14Reading Application

objective[‰bd,èktiv] 객관적인

perspective[p‰÷spèktiv] 관점

predisposition[prì;disp‰zí∫Ân]

경향, 성향

take advantage of ~을이용하다

theory[^í(;)‰ri] 의견, 이론

in reality 실제로는

depend on ~에의존하다[달려있다]

constant[k£nstÂnt] 지속적인

agreement[‰grí;m‰nt] 동의, 일치

hardship[h£;÷d∫ip] 역경

spare[sp¡‰÷] 모면하게하다

noble[nóubl] 숭고한

stem from ~로부터생기다

concern[k‰nsÁ;÷n] 관심, 걱정

term[t‰;÷m] 기간

prevent[privènt] 막다

acquire[‰kwái‰÷] 습득하다

self-confidence[sélfk£nfid‰ns]

자신감

resilience[rizílj‰ns] (상처로부터

의) 회복력

interpersonal[ìnt‰÷pÁ;÷sÂnÂl]

대인관계와관련된

pay the price for ~의 대가를 치

르다

luxury[l=k∫Âri] 사치

주어가길어문장뒤로가는경우 ▶본문 p.163

habitat[h®bit©t] 서식지

incredible[inkrèd‰bl]

믿기어려운

misleading[mislí;di\] 잘못된

profession[pr‰fè∫Ân] 직업

정답┃ 1. It(가주어), to know for sure if cats dream just like we do(진주어) / 고양이가우

리인간이꿈을꾸는것과꼭마찬가지로꿈을꾸는지를확실히아는것은불가능하다.  2. Those,

who make constant efforts(Those를수식하는관계대명사절로문장뒤로이동) / 끊임없이노

력하는사람들이그들의직업에서성공할수있다.  3. it(가주어), that the Earth was the center

구문적용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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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5

정답과해설

compete[k‰mpí;t] 경기에서 겨

루다

slim[slim] 희박한

contact[k£ntækt] 접촉

inevitable[inèvit‰bl] 필연적인,

피할수없는

of the universe(진주어) / 1543년이전에는지구가우주의중심이라는것은명백한것처럼보였다.

1. It / 100미터와 10,000미터경주둘다에서똑같이잘겨루는주자를찾는것은어렵다.  

2. that / 오른손이하고있는일을왼손이알지못할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  3. that / 서로다른

문화를가진사람들간의접촉들로인해, 그들이서로에게적응할때변화가일어나게되는것은필

연적이다. 

1 It’s impossible / [to know for sure / if cats dream / just like we do].

불가능하다 / 확실히아는것은 / 고양이가꿈을꾸는지를 / 우리가꿈을꾸는것과꼭마찬가지로

2 Those / can succeed / in their profession / who make constant efforts.

사람들은 / 성공할수있다 / 그들의직업에서 / 끊임없이노력하는

3 Before 1543, / it seemed obvious / that the Earth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1543년이전에는 / 명백한것처럼보였다 / 지구가우주의중심이라는것은

` 1 It is difficult / [to find a runner / who competes equally well / in both the 100-m and 10,000-m

races].
어렵다 / 주자를찾는것은 / 똑같이잘겨루는 / 100미터와 10,000미터경주둘다에서

2 The chance / is extremely slim / [that the left hand doesn’t know / what the right hand is 

doing].
가능성은 / 매우희박하다 / 왼손이알지못할 / 오른손이하고있는일을

3 With contacts / between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 it is inevitable / [that change will 

occur / as they adjust to each other].

접촉들로인해 / 서로다른문화를가진사람들간의 / 불가피하다 / 변화가일어나게되는것은 / 그들이서로에게적응

할때

가주어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대동사(dream을대체)진주어(to부정사구)

가주어

가주어

접속사(시간)

주어 주어Those를수식하는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a runner 수식)가주어

관계대명사The chance의동격절

진주어(that절)

진주어(to부정사구)

진주어(that절)

주어

해석 ┃●Molly에의해운영되는그가게는큰성공을거두었다. ●다른사람들과협동할수있

는 능력이 오늘날 중요하다. ●어떤 물체가 강아지의 장난감이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것의다른용도를찾지못한다.

주어의앞뒤에수식어구가오는경우 ▶본문 p.174
구문 up

visible[víz‰bl] 눈에보이는

cooperate[kou£p‰réit]

협력하다, 협동하다

appropriate[‰próupriit]

적절한, 적당한

cargo container 화물컨테이너

altitude[®ltitjú;d] 고도

equipment[ikwípm‰nt] 장비

정답┃ 1.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절한방법은투쟁

을통해서가아니라이해를통해서이다.  2. traveling through rough seas / 1월 10일에거친바

구문적용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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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답과해설

다를뚫고항해를하던배한척이 12개의화물컨테이너를잃었다.  3.who are most different
from us / 사실, 우리와가장다른사람들이우리에게가르쳐줄것을가장많이가지고있다.

1.was limited / 극단적인고도의치명적인영향에대한그들의지식은제한적이었고그들의

장비는형편없었다.  2. designed / 희소성의힘을이용하고자계획된카르텔은새로운생산자들

이그시장속으로쉽게들어올수없어야만효과가있을수있다.  3. is / 그렇게많은판매원들이

실패하는가장큰이유는그들이자기자신과자신의제품을분리할수없기때문이다. 

exploit[ikspl≤it] 이용하다

scarcity[sk¬‰÷s‰ti] 희소성

1 The appropriate way / [to solve the problem] / is not through struggle but through understanding.

적절한방법은 /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 / 투쟁을통해서가아니라이해를통해서이다

2 On January 10, / a ship / [traveling through rough seas] / lost 12 cargo containers.

1월 10일에 / 한척의배가 / 거친바다를뚫고항해를하던 / 12개의화물컨테이너를잃었다

3 In reality, / the people / [who are most different from us] / have the most / to teach us.

사실 / 그사람들이 / 우리와가장다른 / 가장많은것을가지고있다 / 우리에게가르쳐줄

` 1 Their knowledge / [of the deadly effects / of extreme altitude] / was limited / and their 

equipment / was poor. 
그들의지식은 / 치명적인영향에대한 / 극단적인고도의 / 제한적이었다 / 그리고그들의장비는 / 형편없었다

2 A cartel / [designed to exploit scarcity power] / can work / only if new producers cannot 

easily enter the market.
카르텔은 / 희소성의힘을이용하기위해계획된 / 효과가있을수있다 / 새로운생산자들이쉽게그시장속으로들어

올수없어야만

3 The biggest reason / [why so many salespeople fail] / is because they can’t separate 

themselves / from their product.

가장큰이유는 / 그렇게많은판매원들이실패하는 / 그들이자기자신을분리할수없기때문이다 / 자신의제품과

not A but B: A 아니라B형용사적용법의 to부정사

수식어구(분사구)

수식어구(관계사절)

separate A from B: 

A를 B와분리하다

주어

형용사 주어

the most 수식

효과가있다수식어구(분사구) 단지~라면

수식어구(관계사절)

수식어구(전치사구)

주어

주어

주어

재귀대명사

주어 수동태

동사

03 정답 ②

전문해석┃여러분이더빠르게생각할수있다면, 그것이시간이더걸리는사람보다여러분을더똑

똑한사람으로만드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그것이논란의여지가있다고말해야할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예술가가명작을작업하는데수년이걸릴지도모르지만, 그것이그의지능을반영하는

가? 하지만, 계산능력의관점에서, 그답변은‘그렇다’이다. 여러분이어떤수학적계산들을어떻

정답 03② 04③

▶본문 p.18Reading Application

in general terms 일반적으로

debatable[dibèit‰bl] 논란의 여

지가있는

masterpiece[m®st‰÷pì;s] 명작,

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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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7

정답과해설

게든끝내는속도는여러분의현재계산능력적성을보여준다. 정보를빠르게처리하는능력은뇌

의해당영역에서더많은뉴런의활동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 여러분은늘충분한시간을

들여답변이옳다는것을확실히해야한다. 완전한부주의로인해실수를하는것은그다지영리하

지못하다.

문제풀이┃ (A) 한 미술가의명작작업에대한언급은앞에나온문장에대한예에해당하므로 For example

이적절하다. 

(B)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답이 옳은지를

확실히해야한다는내용을연결하려면역접관계의연결어가필요하다. 따라서 However가적절하다.

①예를들면 - 요컨대 ③게다가 - 마찬가지로 ④사실상 - 예를들면 ⑤사실상 - 결과적으로

reflect on ~을반영하다

intelligence[intèlid,Âns] 지능

numerical[nju;mèrikÂl]

수의, 계산능력의

indication[ìnd‰kèi∫Ân] 암시, 조짐

current[kÁ;r‰nt] 현재의

aptitude[®ptitjú;d] 적성

process[pr£ses] 처리하다

ensure[in∫ù‰÷] 확실히하다

correct[k‰rèkt] 옳은

sheer[∫i‰÷] 완전한

carelessness[k¬‰÷lisnis] 부주의

04 정답 ③

전문해석┃심지어중요한구매를위해쇼핑을하는사람들조차도흔히자신이원하는것을알지못

한다. 부동산업자들은많은사람들이처음에집을알아볼때설명하는집이그들이실제로더좋아

서구매하는집과결코같지않기때문에, ‘구매자들은거짓말을한다’라는경구를가지고있다. 건

축업자들은많은집구매결정이문안으로걸어들어가자마자처음몇초내로이루어진다는것을

알고있다. 캘리포니아의건축회사인 Capital Pacific Homes는 (집에) 들어서자마자고객이주

요층에서창문을통해태평양을볼수있고, 그런다음아래층으로이어지는탁트인계단을통해

수영장을 볼 수 있도록 고급 사양의 집을 지었다. 두 층에서 즉각적으로 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1,000만달러짜리집을판매하는데도움을주었다. 이후의 (집의사양에대한) 심사숙고는훨씬덜

중요했다.

문제풀이┃집에 들어서자마자 고객이 주요 층에서 창문을 통해 태평양을 볼 수 있고,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탁 트인 계단을 통해 수영장을 볼 수 있도록 집을 설계한 것이 고급 사양의 집을 판매하는 데 도움

이된것이므로③‘두층에서즉각적으로물을볼수있는것’이빈칸에가장적절하다. 

① 건축회사의디자인에대한지식 ②집의도심으로의근접성

④그멋진집들의경제적가치 ⑤부동산업자의강력한수사적표현

major[mèid,‰÷] 중요한, 주된

purchase[pÁ;÷t∫‰s] 구매

realtor[rí(;)‰lt‰÷] 부동산업자

phrase[freiz] 경구

high-end[háiend] 고급의

spec[spek] 사양

stairway[st¬‰÷wéi] 계단

lead to ~로이어지다

cogitation[k¢d,itèi∫Ân]

심사숙고, 생각

정답┃ 1. Knowing when something happened /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2. To know whether the day-care center is clean and safe / 보육원이깨끗하고

안전한지를아는것은중요하다. 1. causes / 다른사람들에게여러분의수학교수가게으르다

고말하는것은그들로하여금여러분이게으르다고추론하게한다.  2.Allowing / 여러분이말하

기시작하기전에몇초가지나가게하는것은여러분에게여러분의생각을모을수있는시간을제

공한다.  3. is / 건강과안녕을위태롭게하고다른사람들에게고통과해를입히는극단적인행동

에관여하는것은스포츠에서다른활동에서만큼비난받지는않는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것이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은우리사회에나쁜영향을미친다. / 그가말하고있는

것을듣는것은나를졸리게만든다. ●Jones 씨가그에게준소포를전달하는것은그의

임무이다. ●잠자리에들기 3시간전에먹지않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구형태의주어속에절이있는경우 ▶본문 p.205
구문 up

take place 발생하다

curb[k‰;÷b] 억제하다

deny[dinái] 부정하다

deliver[dilív‰÷] 전달하다

infer[infÁ;÷] 추론하다

gather[g®"‰÷] 모으다

engage in ~에참여[관여]하다

extreme[ikstrí;m] 극단적인

risk[risk] ~을위태롭게하다

inflict[inflíkt] 가하다

condemned[k‰ndèmd] 비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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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답과해설

정답┃ 1. It(가주어), that people are ~ at any given time(진주어) / 사람들이어떤주어진시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 매우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 What
makes ~when others fail / 다른사람들이실패할때여러분을성공하게만드는것은여러분이

그러한 실수들을 취하여 학습 경험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3. children who ~ even
unhealthy / 자신의옷선택이부적절하거나심지어건강에이롭지못하다는것을이해하는데어

려움을겪는아이들이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당신이어떤순서로과제를해야하는지를결정할수있는지어떤지는다수의사회적역

할을수행하기위한필수요소이다.

주어절속에또다른절이있는경우 ▶본문 p.216
구문 up

metabolism[m‰t®b‰lìzÂm]

신진대사

capacity[k‰p®s‰ti] 능력

fulfill[fulfíl] 수행하다

inappropriate[ìn‰próupriit]

부적절한

1 Knowing / when something happened / is important.

아는것은 / 어떤일이언제발생했는지를 / 중요하다

2 To know / whether the day-care center is clean and safe / is important.

아는것은 / 보육원이깨끗하고안전한지를 / 중요하다

` 1 Telling others / that your math professor is lazy / causes / them to infer / that you are lazy.

다른사람들에게말하는것은 / 여러분의수학교수가게으르다고 / 야기할것이다 / 그들이추론하도록 / 여러분이게

으르다고

2 Allowing / several seconds to pass / before you begin to talk / gives you time / to gather 

your thoughts.

허락하는것은 / 몇 초가지나가도록 / 여러분이말하기시작하기전에 / 여러분에게시간을제공한다 / 여러분의생각

을모을수있는

3 Engaging in extreme behaviors / [that risk health and well-being / and inflict pain and

injury on others] / is not as condemned / in sports / as in other activities.

극단적인행동에참여하는것은 / 건강과안녕을위태롭게하는 / 그리고다른사람들에게고통과해를입히는 / 그만큼

비난받지는않는다 / 스포츠에서 / 다른활동에서만큼

주어(동명사구)/allow A to do: A가~하도록허락하다 주어인동명사구수식(부사절)

동사 as~ as ...: …만큼~한

관계대명사절(extreme behaviors를수식) 두개의동사구를연결(등위접속사)

주어(to부정사구)

주어(동명사구)

주어(동명사구)

Knowing의목적어(간접의문문)

know의목적어(명사절) 동사

cause＋A＋to do: A가~하게하다

동사

주어(동명사구) Telling의직접목적어(명사절)

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infer의목적어(명사절)

to부정사구(time 수식)

컨셉(구문독해)_해_Unit01~03-ok  2013.11.29 9:4 PM  페이지8   SinsagoHitec



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9

정답과해설

1 It is known / [that people are extremely limited / in the amount of information / that 

they can process / at any given time]. 

알려져있다 / 사람들이매우제한을받는다 / 정보의양에있어서 / 그들이처리할수있는 / 어떤주어진시간에

2 [What makes you successful / when others fail] / is [that you know / how to take those 

mistakes / and (to) make them a learning experience].

여러분을성공적으로만드는것은 / 다른사람들이실패할때 / 여러분이알고있다는것이다 / 그러한실수들을취하는

방법을 / 그리고그것들을학습경험으로만드는 (방법을) 

3 There are children / [who have trouble understanding / [that their clothing choice is 

inappropriate / or even unhealthy]]. 

아이들이있다/ 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 그들의옷선택이부적절하거나/ 심지어건강에이롭지못하다는것을

진주어(that절)

주어(what절)

관계대명사절(the amount of information 수식)

that절(보어)

관계대명사절(children 수식)

understanding의목적어(명사절)

= those mistakesto take와 (to) make를연결

inappropriate과 unhealthy를연결(등위접속사)

시간의부사절

주어

가주어

have trouble v-ing: ~하는데어려움을겪다

05 정답 ③

전문해석┃사무실로가는길에, 스트레스관리전문가인 Scarlet은자신의미니밴의엔진오일경고

등이깜박이는것을보았다. 그녀는환자들과의연이은진료일정이잡혀있었고, 일이끝난후에는

세살짜리아들을데리러가야했다. 그녀는자신에게이것(엔진오일을교체하는것)이사느냐죽느

냐의 문제인지 물었다. 아니었다. 엔진오일은 다음 주에 안전하게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Scarlet은환자들에게하지않은채남겨지면심각한결과를가져올수있는일들만처리하라고말

한다. 당신이즐기는어떤일을할수있도록하루에최소한 30분정도시간을내는것은당신으로

하여금활력을재충전할수있게해준다고그녀는언급한다.

문제풀이┃일정이바쁠때는‘일의경중을파악하여’꼭해야될일을우선적으로처리하라는내용의글이다.

정답 05③ 06③

▶본문 p.22Reading Application

on the way to ~로가는도중에

management[m®nid,m‰nt]

관리

expert[èksp‰;÷t] 전문가

pop[p°p] 불쑥나타나다

consequence[k£ns‰kwéns]

결과

undone[>nd=n] 하지않은

note[nout] 언급하다, 주목하다

recharge[ri;t∫£;÷d,] 재충전하다

06 정답 ③

전문해석┃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현재의하이브리드자동차에비해비약적인발전을이룰

수있는잠재력을지니고있다. 그것들은 2010년에대중들이이용할수있게처음으로만들어졌고

초반에는꽤비쌌다. 그러나일반자동차와가격경쟁력이있는모델이수년내로이용가능해질것

이라고기대된다. 그자동차는갤런당 100마일이상을가지만, 이점은연료효율성을훌쩍뛰어넘

는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가석유의존과공기오염, 그리고악화되고있는대기로부터우

potential[po¨tèn∫Âl] 잠재력

quantum leap 비약적인발전

current[kÁ;r‰nt] 현재의

initially[iní∫Âlli] 처음에

competitive[k‰mpèt‰tiv] 경쟁

력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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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과해설

리를구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말하는것은과장이아니다. 기존의자동차에의해사용

되는가솔린의 80 내지 90퍼센트를없앰으로써, 이자동차는우리가화석연료로부터벗어나는데

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문제풀이┃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③‘플러그인 하이브

리드자동차: 다음에올물결’이제목으로가장적절하다.

① 하이브리드자동차는어떻게작동하는가 ②하이브리드자동차의역사

④자동차없이지내는것의이점 ⑤에너지위기: 화석 연료의미래

regular[règj‰l‰÷] 보통의, 일상의

go way beyond ~을훌쩍뛰어넘다

efficiency[ifí∫Ânsi] 효율성

exaggeration[igz©d,‰rèi∫Ân]

과장

dependence[dipènd‰ns] 의존

deteriorate[dití(;)Âri‰réit]

악화시키다

atmosphere[®tm‰sfì‰÷] 대기

dispense with (더는 필요 없는 것

을) 없애다

conventional[k‰nvèn∫‰nÂl]

기존의, 재래식의

fossil fuel 화석연료

01 정답 ④

전문해석┃우리들중많은사람들이어렵게배웠듯이벌에게쏘이는것은장난이아니다. 벌에게쏘

이는것으로부터당신자신을보호하기위해당신이할수있는몇가지것들이있다. 우선, 벌은어

두운색을좋아하므로밝은색의옷을입어라. 둘째, 향수를뿌리지마라. 그렇지않으면당신은벌

을자석처럼끌어들이게될것이다. 식사를하고있다면음식을덮어두어라. 과일주스나탄산음료

를마시고있다면마시기전에캔이나병안을살펴보라. 입안을쏘이는것을원하지는않을테니

말이다. 만약벌들이주변에오기시작하면뛰어다니거나돌아다니지마라. 움직이지않는다면당

신은더안전할것이다.

문제풀이┃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 ④‘벌침에 쏘이지 않는

법’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하다.

① 벌의생활방식 ②벌이꿀을만드는법

③벌을보호해야하는필요성 ⑤벌이좋아하는색과냄새

구문풀이┃ 1행 ~ it is not fun / to be stung by a bee.

2행 There are several things /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f from bee stings].

02 정답 ④

전문해석┃심리학자 Wulf-Uwe Meyer가실시한일련의연구에서아이들은다른학생들이칭찬

을받는것을관찰했다. Meyer의조사결과에따르면, 12세경에, 아이들은교사로부터칭찬을받

는것이자신이잘했다는표시가아니라, 실제로자신이능력이부족하고교사가자신에게추가적

인격려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표시라고믿는다고한다. 뒤떨어지는아이들은칭찬에잠기게된다

는패턴을아이들은알게됐다. Meyer는학생의적성에진정으로긍정적인믿음을가져다주는것

은바로교사의비판이라고믿을정도로십대들이칭찬을무시한다는것을발견했다. 

문제풀이┃아이들이 교사의 칭찬을 무시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교사에게서 신뢰받는 것은 오히려 교

사의‘비판’일것임을추론할수있다.

① 열정 ②외모 ③지식 ⑤칭찬

learn the hard way

(실수·경험을통해) 어렵게배우다

sting[sti\] 찌르다, 쏘다;̀ (곤충의) 침

(-stung-stung)

clothing[klóu"i\] 옷

perfume[pÁ;÷fjú;m] 향수

magnet[m®gnit] 자석

정답 01④ 02④ 03② 04③ 05⑤ 06④

▶본문 p.24Test실전Unit
01

진주어

주어
∧
(that)

가주어

동사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보호하다

관계대명사절 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목적)

conduct[k‰nd=kt] 행하다

finding[fáindi\] 조사결과

lack[læk] ~이부족하다

encouragement

[inkÁ;rid,m‰nt] 격려

pick up ~을알게되다

fall behind 뒤떨어지다

get drowned 잠기다

discount[diskáunt] 무시하다

extent[ikstènt] 정도

convey[k‰nvèi]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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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11

정답과해설

구문풀이┃ 1행 Psychologist Wulf-Uwe Meyer / conducted a series of studies / [during 

which / children watched other students receive praise].

6행 Teens, Meyer found, / discounted praise / to such an extent that they 

believed / it’s a teacher’s criticism / that really conveys a positive belief 

/ in a student’s aptitude. 

Reading Skill

●「전치사＋관계대명사」는계속적용법으로해석하라. 

「전치사＋관계대명사」구조가제한적용법으로사용되는경우, 전치사의쓰임을이해하기가쉽지않다. 그런데계속적용법으로전환하여해석하거나이해

하면그전치사가왜쓰였는지를쉽게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다. 

aptitude[®ptitjú;d] 적성

「it is ~ that ...」강조구문

= the series of studies(선행사)

~하는그러한정도까지

지각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가…하는것을보다

03 정답 ②

전문해석┃예측가능한패턴을찾아내는것은 A, B, 그리고 C의단계를쫓아정보를모으는일그

이상의것이다. 일단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가지고있다면, 여러분은마침내한걸음물러나전체

적인사람을볼수있을때까지그정보를주의깊게선별하고평가해야한다. 그것은의사가질병을

진단하려고노력할때겪는과정과같다. 당신이손목이아파진료실에들어가면, 그의사는당신이

그손목을얼마나많이움직일수있는지를보기위해질문을할지도모른다. 그는아마도손목을만

져보고자신이그것을직접움직여볼것이고, 다치게했을지모르는최근의활동들에는무엇이있

는지묻고는, 엑스레이를찍어볼것이다. 이러한진단기술들각각은서로다른정보를제공하고,

각각의개별정보는서로다른많은것을의미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모든것이전체적으로고려

될때, 그는정확한진단을내릴수있다. 

문제풀이┃전체적인 사람을 판단하는 과정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은

그러한비유가시작되는문장이다. 따라서②에위치하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구문풀이┃ 1행 It’s not unlike the process / [a physician goes through / when trying to 

diagnose an ailment.

3행 Discovering a predictable pattern / is more than just gathering 

information / by following steps A, B, and C.

go through ~을겪다[경험하다]

diagnose[dái‰gnòus] 진단하다

ailment[èilm‰nt] 질병

predictable[pridíkt‰bl]

예측가능한

sift through 주의깊게선별하다

weigh[wei] 평가하다, 따져보다

step back 한걸음물러서다

wrist[rist] 손목

manipulate[m‰nípj‰léit]

움직이다, 조작하다

accurate[®kj‰rit] 정확한

diagnostic[dài‰gn£stik] 진단의

단수동사

이중부정(긍정의의미)
∧

(he or she is)
∧

(which)

주어(동명사구)

04 정답 ③

전문해석┃당신이친구네집에하룻밤자러갈때, 당신은심지어‘불이꺼진’이후에도컴퓨터게임

을하고싶을거라는것을알고있다. 그래서당신은 Bendi Board 자판을움켜쥐고, 그것을둥글

게말아서, 배낭에넣는다. 가볍고유연하기때문에, 이자판은휴대하기쉽다. 그리고어두운곳에

서자판을치는것도문제없다. 그저스위치를켜면 Bendi Board는자체적으로빛이난다. 또한

소음도없어서, 새로운레벨을정복할때당신이클릭하는소리를누구도듣지않을것이다. 심지어

야식을자판위에쏟아도큰문제가되지않는다. Bendi Board는방수가되어청소가쉽다.

문제풀이┃Bendi Board는스위치를켜야키보드에서빛이난다고했다.

sleep-over[slí;pòuv‰÷] 외박

light out 소등;̀ 정전

grab[græb] 움켜쥐다

roll up ~을둥글게말다

stuff[st<f] 집어[쑤셔]넣다

lightweight[láitwéit] 가벼운

flexible[flèks‰bl] 유연한

portable[p≤;÷t‰bl] 휴대용의

flip[flip] (스위치등을) 탁켜다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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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답과해설

구문풀이┃ 2행 So you grab your Bendi Board keyboard, roll it up, and stuff it into your 

backpack.
▶동사와부사로구성된이어동사에서목적어가대명사일경우에는동사와부사사이에대명사가위치

한다.

3행 (Being) Lightweight and flexible, / these keyboards are easily portable.

conquer[k£\k‰÷] 정복하다

spill[spil] 엎지르다, 쏟다

midnight snack 야식, 밤참

waterproof[w≤;t‰÷prú;f] 방수의

동사1 동사2 동사3대명사부사

Being이생략된분사구문

Reading Skill

●동명사주어와분사구문을구별하라

분사구문과동명사주어는같은형태(v-ing)로 시작하므로문장구조파악이어려울수있다. 구조상으로분사구문의경우, 분사구문과주절사이에콤마

(̀,̀)가존재하며, 분사구문다음에는「주어＋동사」가따라온다. 반면에주어로쓰인동명사(구) 뒤에는대개동사가온다. 

Reading Skill

●「It＋is＋p.p.＋that~」은능동태로전환하여이해하라

「It＋is＋p.p.＋that ~」구문을능동태로전환하면 <People[They]＋능동형동사＋that ~>이다. 이렇게전환을하여이해하면문장이훨씬잘이해된다.

05 정답 ⑤

전문해석┃일반적으로, 일단우리가 20대중반이지나면뇌기능이자연스럽게약화되기시작한다

고받아들여진다. 이것은신체적인정점상태에있다가더나이를먹어가면서건강을유지하기위

해더열심히운동을해야하는운동선수들과같다. 희소식은걱정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뇌를활

동적인상태로유지한다면, 90세가될때까지뇌의크기와무게는대략같은상태를유지한다. 사

실, 뇌에새로운경험, 도전, 시험, 그리고퍼즐을제공함으로써삶의전반에걸쳐뇌를활동적인상

태로유지할수는없다고믿을이유는전혀없다. 이것들이세포연결을향상해서뇌의전반적인기

능은나이에상관없이건강한상태를유지한다.  

문제풀이┃ (A) 일반적으로우리는 20대중반이지나면뇌기능이‘약화된다’고생각한다. 따라서 deteriorate

가적절하다. (revive: 되살아나다, 활기를되찾다)

(B) 90세가 되어도 뇌의크기와 무게가대략같은상태를유지하려면 뇌를‘활동적인’상태로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active가적절하다. (quiet: 고요한)

(C) These는 앞 문장의 new experiences, challenges, tests, and puzzles를 지칭한다. 이러한 활동

들은세포연결을‘향상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 improve가적절하다. (break: 부수다)

구문풀이┃ 1행 Generally, / it’s accepted / [that brain function naturally starts to 

deteriorate / once we get past our mid-20s]. 

▶ it’s accepted that ~(수동태) → people accept that ~(능동태)

6행 In fact, / there’s no reason / [to believe / that you can’t keep your brain 

lively / throughout your life ~].

accept[‰ksèpt] 받아들이다

physical[fízikÂl] 신체적인

peak[pi;k] 정점

fit[fit] 건강한

roughly[r=fli] 대략, 대강

providing that 만약~라면

connection[k‰nèk∫Ân] 연결

sound[saund] 건강한

regardless of ~에상관없이

주어인 that절속에조건의부사절포함

가주어 진주어(명사절)

to부정사구(reason 수식) believe의목적어인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keep의목적격보어(형용사)

5형식동사 목적어

06 정답 ④

전문해석┃중학교시절무렵에그리고때때로더이른시기에, 학생들은더는성적을학습의향상을

안내해줄피드백의출처로보지않는다. 대신에, 그들은성적을자신의성과를대가로교사와학교

guide[gaid] 안내하다

improvement[imprù;vm‰nt]

향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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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문장의핵심, 주어찾기 13

정답과해설

01 정답 ①

전문해석┃양치기소년은결국궁극적으로처벌을받게되지만, 거짓말이처벌받게된다는것은아

이들에게뉴스가되지못한다. 거짓말이늘잘못된것인지를질문받을때, 5살짜리아이들의 92%
는그렇다고말한다. 그리고왜거짓말이잘못된것인지를질문받을때, 대부분의아이들은거짓말

하는것의문제는그것에대해처벌을받는데있다고말한다. 그런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은단지

자신의자기보호만을고려함으로써거짓말의위험성을처리한다. 아이들이거짓말하는것을도덕

적으로이해하는데에는수년이걸린다. 11살이되어서야비로소그들은그것이다른사람들에게

끼치는피해에대한인식을보여주기시작한다. 그때에, 48%가거짓말의문제점은신뢰를무너뜨

리는것이라고말하고, 22%는죄의식을가져오는것이라고말한다. 심지어그때에도, 3분의 1은
여전히거짓말의문제점은처벌받는데있다고말한다. 

문제풀이┃①주어가 that lies get punished라는명사절이므로 are가아니라 is로수를일치시켜야한다.

② it은앞에나온 lying을지칭하는대명사이다. 

③ 전치사 by 다음에 오고 있고, only their own self-protection을 목적어로 취하므로 능동 형태의 동명

사 considering을사용한것은적절하다. 

④ not until age eleven을강조하는「it is ~ that ...」구문으로 that의쓰임은적절하다.

⑤ 문장의 보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다. 생략된 의미상 주어인 a third (of them)은 처벌을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형동명사가오는것은적절하다.

정답 01 ① 02 ② ▶본문 p.27

end up v-ing 결국~하게되다

ultimate[=lt‰mit] 최후의, 궁극적인

punishment[p=ni∫m‰nt] 처벌

risk[risk] 위험

self-protection[sèlfpr‰tèk∫Ân]

자기보호

awareness[‰w¬‰÷nis] 인식

destroy[distr≤i] 무너뜨리다, 파괴

하다

guilt[gilt] 죄의식

가제공해야하는주요상품으로간주한다. 이러한변화로학생들의초점이학습에서떠나성적상

품을얻기위해그들이무엇을해야하는지로느리지만꾸준하게변하고있다. 그것이, 예를들면,

교사가 다가오는 프로젝트나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할 때 학생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그것이

중요한가요?”와“그것이얼마나많은점수의가치가있나요?”인이유이다. (한학생이어떤것에서

나쁜성적을얻을지라도, 그학생은“그래, 나는그것을분명히이해했으니, 틀림없이나아지고있

는거야.”라고생각한다.) 이러한질문에대한교사들의답변은학생들에게그특정과제에얼마나

많은중요성을두어야하는지에대한분명한생각을제공한다. 

문제풀이┃학생들이 성적을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있는 세태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하지만 ④의 문장은

진정한의미의학습을추구하는학생의모습이다. 따라서④가전체흐름과관계없는문장이다. 

구문풀이┃ 6행 That is why, for example, / the first questions / [students ask / when a 

teacher announces an upcoming project or presentation] are ~.

10행 Teachers’ answers to these questions / give students a clear idea [of how 

much importance they should attach to that particular assignment].

regard[rig£;÷d] 간주하다

commodity[k‰m£d‰ti] 상품

in exchange for ~을대가로

performance[p‰÷f≤;÷m‰ns]

성과

shift[∫ift] 변화

announce[‰náuns] 발표하다

upcoming[=pk>mi\] 다가오는

count[kaunt] 중요하다

get ~ right ~을분명히이해하다

주어

부사절(시간)

그것이~하는이유이다 관계대명사절

전치사구(Teachers’answers를수식) 4형식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격

Reading Skill

●That is why~ vs. That is because~

That is why ~는‘그것이 ~하는 이유이다’의 의미로 That이‘원인’을, why이하가‘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반하여 That is because ~는‘그것은

~이기때문이다’의의미로 That이‘결과’를, because 이하가‘원인’을나타낸다. 

(which)
∨

명사절(간접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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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과해설

02 정답 ②

전문해석┃경제학자들은오랫동안대부분의지역에서, 식당고객들이이미음식을제공받은이후에

종업원에게팁을준다는사실을이해할수가없었는데, 왜냐하면이는종업원이좋은서비스를제

공하게하는자극을증대시킬수는있지만고객이팁을잘주고자하는자극을거의증가시키지못

하기때문이다. 이러한열의가훨씬약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 즉고객이받는서비스가결코바람

직하지않거나같은식당을다시찾을계획이없을지라도, 고객들이팁을준다는사실또한이상하

다. 연구에따르면팁과서비스질사이의관련성은적다. 사람들은그것이마땅히해야할일로간

주되고있기때문에, 또는자신이마땅히해야할일을하지않았다는것이알려지기를원하지않기

때문에팁을주는것처럼보인다. 고객이팁을주어야한다고명시하는법률은없다. 그들은규범을

따르고있을뿐이다.

문제풀이┃ (A) Economists는 puzzle이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수동태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분사 puzzled가정답이다. 

(B) 보어가 문두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주어는 동사 뒤의 that절(that patrons ~ the same

restaurant)이다. 명사절은단수동사와수를일치시키므로 is가적절하다. 

(C) 진목적어 that they’ve ~ thing을대신할가목적어 it이필요하다.

puzzle[p=zl] 이해할수없게만들다

patron[pèitr‰n] 고객

serve[s‰;÷v] 음식을제공하다

boost[bu;st] 증대시키다

hardly[h£;÷dli] 거의~ 않다

mysterious[mistí(;)Âri‰s] 이상한

in the face of ~에도불구하고

erosion[iróu,Ân] 약화

desirable[dizáiÂr‰bl] 바람직한

link[li\k] 관련성

slight[slait] 적은

norm[n∞;÷m] 규범(마땅히 해야 하

는행동)

1 No matter how many times I have drawn it, / the perspective does not look right. 

아무리여러번내가그것을그려봤을지라도 / 원근법이맞아보이지않는다

2 Let’s consider a question / from every aspect.

문제를고찰해보자 / 모든측면에서

` 1 Vitamin C slows down aging / and helps you remain beautiful / all your life!

비타민C는노화를늦춰준다 / 그리고당신이아름답게남아있도록도와준다 / 평생

아무리~할지라도 look＋보어: ~하게보이다(2형식)

목적격보어 / remain(불완전자동사)＋보어: ~한상태로있다(2형식)주어 동사1 동사2목적어 목적어

정답┃ 1.보어/ 아무리여러번내가그것을그려봤을지라도, 원근법이맞아보이지않는다.  

2.목적어 / 문제를모든측면에서고찰해보자. 1. beautiful / 비타민 C는노화를늦추고평

생당신이아름답게남아있도록도와준다!  2. discouraged / 내가어제그에게전화했을때그는

다소낙심한것처럼들렸다. 

의미파악에결정적역할을하는동사Unit
02

2형식·3형식동사구문 ▶본문 p.281

구문적용 training
perspective[p‰;÷spèktiv]

시각, 원근법

aspect[®spekt] 측면

discouraged[diskÁ;rid,d]

낙심한, 낙담한

consider＋목적어: ~을고려하다(3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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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의미파악에결정적역할을하는동사 15

정답과해설

2 He sounded rather discouraged / when I called him yesterday.

그는다소낙심한것처럼들렸다 / 내가어제그에게전화했을때

sound＋보어: ~하게들리다(2형식)

정답┃ 1. how to get to the bus station / 저에게버스터미널까지가는방법을알려주시겠어

요?  2. one penny / 그슈퍼마켓은고객들에게재사용되는쇼핑백각각에대해 1페니를제공하고

있다. 1.me a lot of money / 새차를사는것은나에게많은비용이들게할것이다.  2. to
/ 가능한한빨리그들에게답장을보내줄수있나요?  3. his nieces all his money / 그는그의

조카딸들에게그의모든돈을남겼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녀는 Minnie에게열쇠들을주었다. ●나에게티켓을구해주겠니? ●부탁좀해

도될까요?

4형식동사구문 ▶본문 p.292
구문 up

get to ~에이르다[도착하다]

offer[≤(;)f‰÷] 제공하다

customer[k=st‰m‰÷] 고객, 손님

reply[riplái] 답장

as ~ as possible 가능한한~한

[하게]

niece[ni;s] 조카딸

1 Can you tell me / how to get to the bus station?

저에게알려주시겠어요 / 버스터미널까지가는방법을

2 The supermarket is offering / customers / one penny / for each shopping bag reused.

그슈퍼마켓은제공하고있다 / 고객들에게 / 1페니를 / 재사용되는쇼핑백각각에대해

` 1 It’s going to cost / me / a lot of money / to buy a new car.

비용이들게할것이다 / 나에게 / 많은돈을 / 새차를사는것은

2 Could you send / a reply / to them / as quickly as possible?

당신은보내줄수있나요 / 답장을 / 그들에게 / 가능한한빨리

3 He left / his nieces / all his money. 

그는남겼다 / 그의조카딸들에게 / 그의모든돈을

직접목적어

4형식동사

4형식동사 간접목적어

4형식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4형식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4형식동사 `직접목적어 t̀o＋간접목적어 as ~ as possible: 가능한한~하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진주어가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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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과해설

정답 01④ 02④

▶본문 p.30Reading Application

charge[t∫°;÷d,] (의무·책임 등을)

부과하다

graze[greiz] (가축에게) 풀을 뜯어

먹게하다

privately[práivitli]사적으로

cattle[k®tl] 소

deplete[diplí;t] 고갈시키다

outcome[áutk>m] 결과, 성과

invisible[invíz‰bÂl] 눈에 보이지

않는

property[pr£p‰÷ti] 재산

01 정답 ④

전문해석┃농촌마을에는모든사람이소에게풀을뜯어먹게할수있는공동의땅인커다란들판을

제외하고대부분의땅이사적으로소유되고있다. 사유지에서는소유주가소방목을제한할동기가

있다. 만약너무많은소들이나와풀을뜯게하면, 단기간의이익을늘릴수있을지는몰라도들판

을고갈시켜장기적으로이익을낮춘다. 따라서소유주는조심스레소의숫자와풀의이용가능성

의균형을지킬동기를갖는다. 하지만공동경지에서는누구도방목을책임지지않고, 모두가소들

을거기에두려는동기를갖고있으며, 그리하여공동경지는곧지나치게방목되고쓸모없어진다.

이런경우자기이익을추구하는개인들은‘시장의보이지않는손’에의한사회적결과에대해생

각해보도록설득되지않는다. 재산권이모든차이를만들어낸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이 역접의 접속부사 however를 이용해 공동 경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유

지(the private land)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과 공동 경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 사이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02 정답 ④

전문해석┃Attila는현재헝가리로불리는곳에있던훈왕국의지도자였다. 훈족은이지역을넘어

확장하기시작했고, 주변국가를정복하여라인강부터카스피해까지더나아가발트해까지모두

포괄하는지역을다스렸다. 훈족은결국로마제국의권력을무너뜨린많은이방민중에서가장사

나운민족에속했다. Attila는그의잔인함과그의군대의잔혹성으로여전히잘알려져있는데훈

족을그들의고향으로부터이끌었고유럽을거의정복하였다. 그는동로마제국에게그들을공격하

지않는대가로그에게영지를지급하도록강요했다. 그는또한서로마제국황제의여동생과의결

혼을요구하면서신부의혼인지참금으로제국의반을요구했는데그것은거절당하고유혈사태를

일으켰다.

문제풀이┃④ Attila는 서로마 제국 황제의 여동생과의 결혼을 요구하였고, 동로마 제국에는 영지를 요구하

였다.

region[rí;d,Ân] 지역

extend[ikstènd] (특정 지역을) 포

괄하다

fierce[fi‰÷s] 사나운

barbarian[b°;÷b¬Âri‰n] 이방의,

미개인의

tribe[traib] 부족, 종족

renowned[rináund] 유명한

cruelty[krù;‰lti] 잔인함

ferocity[f‰r£s‰ti] 잔혹성

troop[tru;p] 군대

demand[dim®nd] 요구하다

request[rikwèst] 요청

bloodshed[bl=d∫éd] 학살, 유혈

사태

5형식동사구문 ▶본문 p.323

not ~ any longer 더는~ 아니다

hide[haid] 숨기다(-hid-hidden)

give up 포기하다

surround[s‰ráund] 둘러싸다, 포

위하다

in person 직접

정답┃ 1. hidden / 나는눈물을더는숨길수없었다.  2. a good worker / 그에게무엇을해야

할지보여준다면당신은그가좋은일꾼임을알게될것이다.  3.Muffy / 그녀는어떤이유에서

인지늘그개를 Muffy라고부르고싶어했다. 1. clear / 나는내가그녀에게절대손가락하

나대지않았음을명확히해야한다.  2. surrounded / 그는자신이포위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

도망치기를포기했다.  3.waiting / 그녀는나를그녀의집앞에서오랫동안계속기다리게했다.

4. sing / 나는그가노래부르는것을직접듣고싶었다.

구문적용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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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1 I couldn’t keep the tears hidden / any longer.

나는눈물이숨겨지게할수없었다 / 더는

2 You’d find him a good worker / if you showed him what to do.

당신은그가좋은일꾼임을알게될것이다 / 당신이그에게무엇을해야할지보여준다면

3 She always wanted / to call the dog Muffy / for some reason.

그녀는항상원했다 / 그개를Muffy라고부르기를 / 어떤이유에서인지

` 1 I must make it clear / that I never laid a finger on her.

나는명확히해야한다 / 내가그녀에게절대손을대지않았음을

2 He gave up running away / when he found himself surrounded.

그는도망치기를포기했다 / 그가자신이포위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

3 She kept me waiting / a long time / in front of her house.

그녀는나를계속기다리게했다 / 오랫동안 / 그녀의집앞에서

4 I wanted / to hear him sing / in person.

나는원했다 / 그가노래부르는것을듣기를 / 직접

keep＋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가…되게유지하다

find＋목적어＋목적격보어(명사): ~가…임을알다

call＋목적어＋목적격보어(명사): ~을…라고부르다

make＋목적어＋목적격보어(형용사): ~을…하게하다

keep＋목적어＋목적격보어(현재분사): ~을…하게하다

keep＋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 ~이…하는것을듣다

it: 가목적어, that 이하: 진목적어

find＋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가…된것을알게되다

사역동사구문 ▶본문 p.334

come alive 재미있어지다

bored[b∞;÷d] 지루해하는

blow off ~을날려보내다

compromise[k£mpr‰màiz]

합의

continue[k‰ntínju;] 계속하다

reform[ri;f≤;÷m] 개혁

정답┃ 1. see (myself differently) / 그것은내가나자신을다르게보도록만들었고, 그래서

나는달라졌다.  2. come (alive) / 이것은그의학습이재미있어지게도왔고, 그래서그는덜지루

했다.  3. brushed / 나는 대부분의 아홉 살배기들이 이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to
pose / 어떻게그가이사진에포즈를취하도록했니?  2. blown / 그댄스홀은심지어 2차세계대

전때지붕이날아가버렸다.  3. to continue / 그합의는그가그의자유시장개혁을계속하도록

허용할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1 It made me see myself differently, / and so I was different.

그것은내가나자신을다르게보게만들었다 / 그래서나는달라졌다

make＋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 ~을…하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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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s helped his learning come alive, / and he was less bored. 

이것은그의학습이재미있어지게도왔다 / 그래서그는덜지루했다

3 I don’t think / (that) most nine-year-olds have their teeth brushed.

나는생각하지않는다 / 대부분의아홉살배기들이이를닦는다고

` 1 How did you get him to pose / for this picture?

어떻게그가포즈를취하게했니 / 이사진에

2 The dance hall even had its roof blown off / in World War II.

그댄스홀은심지어지붕이날아가버렸다 / 2차세계대전때

3 The compromise will allow him to continue / his free market reforms.

그합의는그가계속하도록허용할것이다 / 그의자유시장개혁을

help＋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 ~이…하도록돕다

get＋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게하다

have＋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이…되게하다

allow＋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게 (허용)하다

have＋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가…되게하다

03 정답 ②

전문해석┃많은사람들이특허와등록상표간의차이를모른다. 하지만한가지차이점이있다. 보

통 17년동안보장되는, 특허는상품의이름과제조방법을모두보호한다. 반면에등록상표는상품

을식별하고소비자들의머릿속에서그것이기억에남을만하게만드는이름, 상징혹은다른장치

이다. 등록상표가갖고있는힘을알고있기때문에회사들은그것을보호하려고싸우고다른누구

도허락없이그것을사용하게허용하지않는다. 하지만가끔씩어떤회사는부주의해서등록상표

의주도권을잃는다. 예를들어아스피린은더는등록상표로여겨지지않아어떤회사든통증을줄

여주는알약을아스피린이라고부를수있다.

문제풀이┃ (A) 빈칸 앞에는 patent에 대해, 뒤에는 trademark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 대조의 의

미를갖는‘반면에(On the other hand)’가가장자연스럽다. 

(B) 빈칸 앞에는 trademark의중요성을알고이를보호하기위해애쓰는회사들의사례가나오고, 뒤에는부

주의하여 trademark를 잃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B)에는 역접을 나타내는‘하지만(however)’이 와야

한다.

① 게다가 - 그러므로 ②게다가 - 예를들어

④결과적으로 - 하지만 ⑤반면에 - 그러므로

정답 03② 04③

▶본문 p.34Reading Application

patent[p®tÂnt] 특허

trademark[trèidm¢;÷k]

(등록)상표

grant[grænt] 부여하다, 주다

manufacture[m©nj‰f®kt∫‰÷]

제조

device[diváis] 기구, 장치

identify[aidènt‰fài] 식별하다

memorable[mèmÂr‰bÂl] 기억

에남을만한

permission[p‰;÷mí∫Ân] 허가

occasionally[‰kèi,‰nÂli] 가끔

careless[k¬‰÷lis] 부주의한

lose control of ~의지배권을잃다

tablet[t®blit] 알약

04 정답 ③

전문해석┃공을똑바로가게하기보다공기를가로질러가다가방향을틀게만드는능력은야구의

투수로서든, 크리켓의스핀볼투수로서든, 혹은페널티킥을하는축구선수로서든간에많은스포

swerve[sw‰;÷v] 방향을틀다

valuable[v®lju;‰bl]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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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츠에서귀중한능력이다. 선수가공이공기를가로질러가다가곡선을따라가도록만들고싶을때

는공이손이나발을떠날때그것을회전하게해야한다. 그것이회전할때공기가마찰을통해공

과함께틀어지는데, 이것이공기를가로질러가는그것의움직임에의해생기는기류와함께작용

한다. 공의한쪽에서는그것을지나가는공기와그것주위를회전하는공기가같은방향으로움직

여서공이더빠르게움직이도록하지만공의다른쪽에서는그것주위를회전하는공기가공을지

나가는기류와반대방향에있게되는데, 이것이공의속도를늦추면서공이휘어져가게만든다. 

문제풀이┃공을 휘어져 날아가게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③‘무엇이 공을 휘어지게 하는

가(what makes a ball curve)’가 주제로가장적절하다. 

① 공을빠르게던지는방법

②왜마찰이생기는가

④운동선수에게어떤기술이요구되는가

⑤기압이당신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가

spin[spin] 회전(하다)

friction[frík∫Ân] 마찰

current[kÁ;r‰nt] 흐름, 기류

opposite[£p‰zit] 정반대의

slow down 속도를늦추다

정답┃ 1. have driven / 나는 2010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아 왔다.  2. has been /

Julie는우유를사기위해시장에다녀왔다. 1. hadn’t / 나는오늘 Sam을서울에서봤다. 나

는 5년동안그를못봤었다.  2. has been, met / Maria와내가처음만난지 5년이되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나는열쇠들을잃어버렸다.

(＝`나에게는지금열쇠들이없다.)

완료시제구문 ▶본문 p.365
구문 up

hybrid car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병용) 자동차

1 I have driven / a hybrid car / since 2010.

나는운전해왔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 2010년부터

2 Julie has been to the market / to buy some milk.

Julie는시장에다녀왔다 / 우유를사기위해

` 1 I saw Sam / in Seoul / today. // I hadn’t seen him / for five years.

나는Sam을보았다 / 서울에서 / 오늘 // 나는그를만나지못했었다 / 5년동안

2 It has been five years / since Maria and I first met.

5년이되었다 / Maria와내가처음만난이후로

현재완료(계속) 부사구

현재완료(경험) 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하기위해)

과거완료(경험)

현재완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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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don’t think / it’s fair / to accuse me / of having an attitude problem.

나는생각하지않는다 / 공정하다 / 나를비난하는것은 / 태도문제가있다고

2 In effect / she is punishing them / for making her feel threatened and insecure.

사실상 / 그녀는그들을벌주고있다 / 그녀가위협당하고있으며안전하지않다고느끼게한것에대해

3 The country has a law / to prohibit employees from striking.

그나라는법을가지고있다 / 직원들이파업을하지못하게

` 1 He refused / to supply the police / with information.

그는거부했다 / 경찰에제공하는것을 / 정보를

2 There’s nothing / to stop you from accepting the offer.

아무것도없다 / 네가그제안을수락하지못하게할

3 It was difficult / [to explain the problem / to beginners].

어려웠다 / 그문제를설명하는것은 / 초보자들에게

사실상

accuse A of B: A를 B에대해책망[비난]하다

punish A for B: A를 B에대해벌주다

prohibit A from v-ing: A가~하지못하게하다

supply A with B: A에게B를공급하다

stop A from v-ing: A가~하지못하게하다

가주어 진주어 explain A to B: A를 B에게설명하다

정답┃ 1. of / 나는태도문제가있다고나를비난하는것은공정하지않다고생각한다.  2. for /
사실상그녀는자기가위협을당하고있으며안전하지않다고느끼게한것에대해그들을벌주고있

다. 3. from / 그 나라에는 직원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1. supply the
police with information / 그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2. stop you from
accepting / 네가 그 제안을 수락하지 못하게 할 방도가 없다.  3. explain the problem to
beginners / 초보자들에게그문제를설명하는것은어려웠다.

구문적용 training

특정전치사와쓰이는동사구문 ▶본문 p.376

attitude[®titΔú;d] 태도

in effect 사실상

threatened[^rètÂnd] 위협을 당

하고있는

insecure[ìnsikjù‰÷] 불안정한, 안

전하지못한

strike[straik] 파업하다

05 정답 ③

전문해석┃피사대성당의유명한흰색대리석종탑의건설은 1173년에시작되었지만 3개층이지

어졌을때쯤그것은벌써기울기시작했다. (B) 수세기동안기울어지는게더악화되지못하게하

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그 기울어짐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했기때문에그것을더악화시키기만했다. (C) 탑 아래토양은아주부드럽고부분적으로물을

정답 05③ 06④

▶본문 p.38Reading Application

construction[k‰nstr=k∫Ân] 건설

marble[m£;÷bÂl] 대리석

cathedral[k‰^í;drÂl] 대성당

strap[stræp] 끈,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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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머금고있는데이것이그기울어짐에대한가장그럴듯한설명이다. 1990년에벽의금들이악화되

고있었고탑이쓰러질까봐두려웠기때문에탑은대중에게개방되지않았다. (A) 그이후로띠와

케이블들이그것을제자리에고정시키기위해사용되어왔으며, 800톤의납으로된추가기부의높

은쪽에더해졌고 38m3의흙이그지역에서제거되었는데이것이그탑을안정시켰고심지어기울

어짐도약간줄였다.

문제풀이┃피사의 사탑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 다음에 (B) 기울

어지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C) 기울어짐의 원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 나온 후

(A) 탑을 안정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들과 그리하여 기울어짐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

에맞다. 

hold ~ in place ~을고정시키다

lead[li;d] 납

weight[weit] 추, 무게

stabilize[stèib‰làiz] 안정시키다

plausible[pl≤;z‰bÂl] 그럴듯한

crack[kræk] 균열, 틈

topple over 쓰러지다

06 정답 ④

전문해석┃가죽은털이제거된가공된동물피부로만들어진다. 사람이사용한동물가죽의첫용도

는추위와습기를피하기위해가공하지않은가죽을두르는것이었지만그것들을불근처연기가

나는곳에걸어두면부패하지않는다는것을알게되었다. 마침내인간은가죽을특정한나무의껍

질이나잎사귀와함께물에담가두면같은효과가있어가죽의형태를만들고털을제거하는것이

더쉬워진다는것을발견했다. 이과정은무두질(tanning)이라고불리는데, 동물가죽을보존하는

물질이 tannin이기때문이다. (이것은처음에는가죽에얼룩지지않았던먼지로가죽에얼룩이생

기지않게할것이다.) 가죽에밝은색을입혀줄수있는화학염료뿐만아니라현대적인합성화학

물질도현재사용되고있다. 

문제풀이┃이 글은 인류가 가죽을 사용하게 된 역사와 가죽을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로 ④는 가죽에

얼룩이지지않게하는방법에대해이야기하고있으므로전체흐름과관계가없다.

cure[kju‰÷] 가공하다

remove[rimù;v] 제거하다

rot[r°t] 부패하다, 썩다

soak[souk] 적시다, 담그다

synthetic[sin^ètik] 합성의

chemical[kèmikÂl] 화학물질

dye[dai] 염료

01 정답 ②

전문해석┃청년때플라톤은정치가가되기를원했다. 기원전 404년에, 플라톤의친척중 2명이포

함된한부유한사람들의모임이자신들을아테네의절대권력자로정했다. 그들은플라톤에게그

들과함께하자고하였다. 하지만플라톤은그들의잔인하고비윤리적인관행이역겨웠기때문에거

절했다. 기원전 403년에, 아테네인들은독재자들을해임하고민주주의를확립했다. 플라톤은정치

에입문할것을재고하였으나기원전 399년에그의친구이자철학자인소크라테스가재판을받고

사형선고를받았을때다시환멸을느꼈다. 부패한정치가들과소크라테스의죽음모두가플라톤이

정치생활로부터멀어지게하였다. 그래서플라톤은아테네를떠나몇년간고대세계를두루여행

하였다.

문제풀이┃플라톤의 친척이 포함된 모임은 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아테네의 절대 권력자

로정했다고했으므로②는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구문풀이┃ 1행 ~ a group of wealthy men, / [including two of Plato’s relatives], / 

established themselves / as dictators in Athens.

relative[rèl‰tiv] 친척

establish[ist®bli∫] 확립하다

dictator[díkteit‰÷] 독재자

refuse[rifjù;z] 거절하다

disgust[disg=st] 역겹게만들다

unethical[<nè^ikÂl] 비윤리적인

practice[pr®ktis] 관행, 행위

depose[dipóuz] 해임하다

democracy[dim£kr‰si] 민주주의

repel[ripèl] 혐오감을느끼게하다

philosopher[fil£s‰f‰÷] 철학자

trial[tráiÂl] 재판

sentence ~ to death

~에게사형을선고하다

corrupt[k‰r=pt] 부패한

정답 01② 02④ 03③ 04① 05⑤ 06②

▶본문 p.40Test실전Unit
02

동사

주어 a group of wealthy men을부연설명

목적어(재귀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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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답과해설

7행 Both corrupt politicians and Socrates’ death / made Plato fall away

from political life.
사역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both A and B: A와 B 둘다

Reading Skill

●동사는문장의형식을결정짓는다

문장의구조를결정짓는핵심은바로동사이다. 주요동사들의개별적인특징을이해하고있으면문장의구조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특히 5형식동

사의쓰임은복잡한문장구조를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므로정리해두자.

02 정답 ④

전문해석┃중세에는사람들이오랫동안농업에아주많이의존했고, 고립된장소에살았다. 그들은

다른지역으로이동할필요를느끼지않았다. 하지만르네상스동안의새로운인간적인관점은사

람들이무역과상업에관심을갖게했다. 그러자마을은발전하기시작했다. 마을에서는물건을사

고파는것을통해생계를꾸리는상인들과가게주인과같은새로운계층이성장하기시작했다. 그

들이공급하는물건을더욱더많은사람들이사기를원함에따라노동자와귀족사이의이러한중

간계층이더부유해지고더영향력이있게되었다. 성장해가는그중간계층은더는자신들을부양

하거나보호해줄부유한귀족들에의존하지않았다. 그들은자기자신과자신들의가족들을부양하

기시작했고자신들만의목표를위해일하기시작했다.

문제풀이┃중세와 달리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역이 발달하여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

했다는내용이므로주제로는④‘̀르네상스시대의중산층의성장’이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3행 But the new humanistic focus / during the Renaissance / enabled people

to become interested / in trade and commerce. 

isolated[áis‰léitid] 고립된

humanistic[hjù;m‰nìstik]

인간적인

commerce[k£m‰(;)÷s] 상업

merchant[mÁ;÷t∫Ânt] 상인

laborer[lèibÂr‰÷] 노동자

nobility[no¨bíl‰ti] 귀족

influential[ìnfluèn∫‰l] 영향력있는

rely on ~에의존하다

주어

enable＋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는것을가능하게하다

03 정답 ③

전문해석┃수년이지난후에베레스트산은마침내 1953년 5월 29일에정복되었다. 그날네팔인

안내원인 Tenzing Norgay와뉴질랜드인인 Edmund Hillary가지구표면에서가장높은지점

에도달했다. 그때이후로, 많은사람들이에베레스트를등반했고전세계의주요봉우리들이정복

되었다. 이제는사전에등산루트를주의깊게세울수있도록공중에서산의지도를만드는것이가

능하다. (하지만네팔은매혹적인특징이풍부한아름다운나라이다.) 또한등산장비도가파른바위

로된산사면이쉽게등반될수있도록개선되었다. 이제고산병(高山病)과눈과얼음사태가등반대

가직면하는주요한위험요소들이다. 

문제풀이┃네팔의 지리적인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는 ③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 이후, 측량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인해등반이수월해졌음을설명하는이글의흐름과관계가없다.

구문풀이┃ 3행 Since then, / many people have climbed Everest, / and all the world’s  

major peaks have been conquered.

5행 It is now possible / to map mountains from the air / so that mountaineering

routes can be carefully worked out in advance.

surface[sÁ;÷fis] 표면

map[mæp] 지도를작성하다

mountaineering

[màuntÂní(;)Âri\] 등산

work out (계획등을) 만들어내다

an abundance of 풍부한, 충분한

feature[fí;t∫‰÷] 특징

avalanche[®v‰l©nt∫] (눈·산)사태

hazard[h®z‰÷d] 위험

현재완료(̀계속)~ 이후로

가주어 진주어(to부정사구) so that＋주어＋can＋동사원형:

~할수있도록

사전에, 미리

현재완료수동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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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Reading Skill

●시제에대한이해는정확한읽기를위한필수사항이다

우리말에는완료시제가없기때문에자칫현재, 과거, 미래시제로해석하여이해하려는오류를범할수있다. 사건의선후관계, 현재까지의지속여부, 미

래의특정시점에서의완료여부등을파악하여완료시제를확인함으로써문장을좀더정확히이해할수있다.

04 정답 ①

전문해석┃서명의가격은그사람의명성에달려있지않다. 그것은그서명이얼마나희귀한가에

달려있다. 예를들어, 안젤리나졸리와맷데이먼과같은유명인들은많은서명을한다. 결과적으

로그들의서명은희귀하지않아그다지가치가없다. 반면에, 마돈나와기네스팰트로는거의서명

을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서명을 보다희귀하고 보다값지게만들어 준다. 엘리자베스 여왕

2세도거의서명을하지않는다. 그래서그녀의서명이있는것은약 3,500달러에팔릴수도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는 상관없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많은 것에 서명을 했다. 그의 서명은 단지

1,500달러의가치밖에안된다. 하지만마릴린먼로가서명한편지는매우드물다. 이것은한통에

50,000달러에이를수있다.

문제풀이┃ (A) 서명을 많이 하는 것과 서명의 희귀성이 떨어져 가치가 없는 것은 인과 관계이므로

Consequently가알맞다. (B) 엘비스 프레슬리와는달리마릴린먼로는서명을별로하지않아서명의가치

가높다는내용이이어지고있으므로역접의의미를나타내는 However가알맞다.

② 게다가- 그러므로 ③그러나- 반면에 ④그럼에도불구하고- 요약하자면 ⑤게다가- 즉

구문풀이┃ 5행 This makes / their autographs / rarer and more valuable.

7행 ~ something [with her signature on it] / might sell for around $3,500.

7행 ~ It doesn’t matter / whether the person is dead.

autograph[≤;t‰gr©f] (유명인들

의) 서명, 사인

depend on ~에달려있다

fame[feim] 명성, 명예

rare[r¡‰÷] 희귀한, 드문

valuable[v®lj¨‰bl] 값진, 귀중한

signature[sígn‰t∫‰÷] 서명

matter[m®t‰÷] 중요하다

make＋목적어＋목적격보어(형용사의비교급): ~을더…하게만들다

~ 상태인 팔리다(능동형이지만수동의의미)주어

가주어 진주어:̀ ~인지어떤지(명사절)

05 정답 ⑤

전문해석┃도시신문들속에있는항목별광고는수백혹은심지어수천건의반응을만들어낼수

있다. 무리에서두드러지기위해서당신자신을가장잘선전하는방법에대한다양한생각들이있

다. 어떤사람들은즉각반응하는것이최선이라고믿는데, 일찍일어나는새가벌레를잡는다는오

래된생각이다. 하지만실제로는많은광고들이며칠혹은심지어몇주동안신문에게재되어서이

력서들을 걸러내는 과정은 몇 주 동안 지속될지도 모르니 당신의 이력서가 고용주의 책상에 제일

먼저도착하지않는다하더라도반드시실패하는것은아니다. 사실광고가나온후에 3일에서 5일
까지 반응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쇄도하는 편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력서가 읽힐

가능성이더많아질수있다. 얼마나오래기다려야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은당신에게달려있다. 

문제풀이┃구인 광고가 게재되었을 때 이력서를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광고가 게재되고 나서 3~5일 후에

보내는 것이 이력서가 고용주에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글의 목적은 ⑤‘구인 광고를

보고이력서를보내는시기를조언하려고’이다.

구문풀이┃ 7행 In fact, / waiting to respond / until three to five days / after an advertisement

comes out / could give your resume a better chance [of being read] / 

because the deluge will have died down.

classified ad (신문 등의) 항목별

광고

generate[d,ènÂréit] 일으키다

position[p‰zí∫Ân] ~을 두다[배치

하다]

stand out 눈에띄다

screen[skri;n] 선별하다, 가려내다

lose out 실패하다, 지다

hit[hit] 닿다, 도착하다

deluge[dèlju;d,] 홍수; (편지·신

청등의) 쇄도

die down 사라지다, 없어지다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격

주어 부사구(waiting을수식) 부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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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답 ②

전문해석┃플라스틱을만드는데있어서의시작점은분자이다. 화학자는특정물질의분자가긴사

슬을형성하게한다. (B) 그새로운‘긴사슬’분자는단일분자와는다르게활동한다. 그것은새로

운특성을지닌물질들을만들어낸다. ‘폴리머’즉긴사슬분자들로부터만들어진물질이플라스

틱의시작이다. (A) 그것은주조를하는데적합하도록바뀌어야한다. 이단계에서그것은고운가

루로갈린다. 여기에색이더해지고그것을유연하게만들기위해화학물질들이더해진다. (C) 일부

가소제들 또한 추가된다. 이것들은 판자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을 비옷을 만들 만큼 충분히 유연한

물질로바꾸는화학물질이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언급된 a long chain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B)가 오고, (B)의 A

‘polymer’가변하는과정을언급한 (A)가 이어진 후, 가소제가추가로들어가는과정을설명한 (C)가 이어지

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구문풀이┃ 1행 The chemist causes / the molecules of certain materials / to form a long 

chain. 

4행 Colors are added to this / and chemicals are worked in / to make it 

flexible.

molecule[m£l‰kjú;l] 분자

suitable[sù;t‰bl] 적합한

mould[mould] 주조하다

grind[graind] 갈다, 가루로 만들다

(-ground-ground)

work in ~을넣다[포함시키다]

property[pr£p‰÷ti] 성질

stiff[stif] 딱딱한, 뻣뻣한

cause＋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게하다

수동태

make＋목적어＋목적격보어(형용사): ~를…하게하다

정답 01 ③ 02 ⑤ ▶본문 p.43

slip[slip] (작은) 실수

thumb[^<m] 엄지

unintentional[>nintèn∫‰nÂl]

의도하지않은

embarrassing[imb®r‰si\]

당황하게하는

consequence[k£nsikwéns]

결과

by accident 우연히

slip of the tongue 말실수

handheld[h®ndhéld] 손에든,

손바닥크기의

device[diváis] 장치

alternatively[∞;ltÁ;÷n‰tivli]

그대신에, 아니면

01 정답 ③

전문해석┃엄지실수는문자를보낼때엉뚱한사람에게메시지를보내거나자동완성기능이되는

문자가틀린단어를선택했을때알아차리지못하여종종당혹스럽거나아주우스꽝스러운결과에

이르는의도하지않은실수를말한다. 말하려고의도한것은아니지만아마도의도했던문장과비

슷하게들리는뭔가를우연히말한다면우리는이것을말실수라고부를수있다. 음, 엄지실수도마

찬가지지만손안에들고다니는도구에의해보내진문자, SMS, 또는아마도이메일에의한것이

다. 그렇지않으면당신의메시지를받은사람이당신이그것을보내려고의도한사람이아닐수도

있다. 이는잘못된버튼을누르거나혹은맞는버튼을또다시누름으로써발생할수있다.

문제풀이┃① either A or B(A이거나 B이거나) 구문으로 sending ~과 not noticing ~이 병렬구조를 이

루고있다.

② consequences를 수식하는 분사로‘당황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야 하므로 embarrassing은 옳은

표현이다.

③ sounds(~하게들리다)의 보어자리이므로형용사인 similar가와야한다.

④ text, SMS, an email을수식하는분사로문자등은‘보내진’것이므로과거분사인 sent는옳은표현이다.

⑤ the person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에서 send의 직접목적어는 it이고, 간접목적어는 생략된 관계대명

사(whom)인데, 직접목적어 it이먼저왔으므로전치사 to가뒤에온것은옳은표현이다.

구문풀이┃ 4행 If you say something by accident, / something [(that) you don’t mean to 

say] but perhaps it sounds similar to your intended sentence, / we might

call this a slip of the tongue. 

관계대명사절=

sound＋형용사: ~하게들리다

call＋목적어＋목적격보어(명사): ~을…라고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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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25

정답과해설

02 정답 ⑤

전문해석┃고대화장용파우더나오일, 크림들의대부분은무해하였다. 하지만아름다움이란명분

으로어떤사람들은그들의피부에위험한화학물질과극약을발랐다. 엘리자베스 1세가영국의여

왕이던 1500년대후반에다소위험한몇몇화장품들이그곳여성들에의해사용되었다. 여성들은

수은으로만들어진루주와납과황으로만든특수한머리염료를사용하고있었다. 그염료는여왕의

머리색과똑같은색인붉은색머리카락을사람들에게주기위해고안되었다. 시간이지나면서그염

료는사람들의머리카락을빠지게했다. 결국이염료를사용한여성들은대머리가되었고가발을써

야했다.

문제풀이┃ (A) 뒤에「정관사＋복수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most of를 써야 한다. most 뒤에는 관사 없

이복수명사를쓴다.

(B) apply A to B: A를 B에바르다

(C) 「make(사역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의구문으로목적격보어로동사원형이와야한다.

ancient[èin∫Ânt] 고대의

cosmetic[k°zmètik] 화장용의;̀

화장품

harmless[h£;÷mlis] 무해한

apply[‰plái] 바르다

poison[p≤izÂn] 독, 극약

rouge[ru;,] 입술연지, 루주

mercury[mÁ;÷kj‰ri] 수은

dye[dai] 염료, 염색

lead[led] 납

sulphur[s=lf‰÷] 황

bald[b∞;ld] 대머리의

wig[wig] 가발

정답┃ 1. is expected / 그영화는다음주에개봉될것으로예상된다.  2. to have / 그길잃은

여행자는다행히도음식과물을가지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3. seems, was reported / 그사

고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무도 심각하게 다쳤다고 보고되지 않았다. ④ was
declared → declared / Chico Mendes는브라질의아마존열대우림깊은곳에서성장했다. 그

와그의동료들은목장주들에의한아마존열대우림의황폐화에격분되었다. 그들의목소리가전

세계의생태학자들에게들려졌다. 브라질정부는결국아마존의수백만에이커가보호되도록선언

했다. 

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Unit
03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 구문 ▶본문 p.441

구문적용 training

release[rilí;s] 개봉하다

fortunately[f≤;÷t∫Ân‰tli] 다행히도

seriously[síÂri‰sli] 심하게

injured[índ,‰÷d] 부상당한

rain forest 열대우림

devastation[dév‰stèi∫Ân] 황폐화

rancher[r®nt∫‰÷] 농장주, 목동

ecologist[i;k£l‰d,ist] 생태학자

declare[dikl¬‰÷] 선언하다

1 The movie is expected / to be released next week.

그영화는예상된다 / 다음주에개봉될것으로

2 The lost hiker is believed / to have food and water, / fortunately. 

그길잃은여행자는여겨진다 / 음식과물을갖고있는것으로 / 다행히도

3 It seems / (that) the accident wasn’t too bad. // No one was reported / to have been seriously

injured.

~인것같다 / 사고는그다지심하지않았다 // 아무도신고되지않았다 / 심하게부상입었다고

~라고예상되다

가지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인것같다 주어

부사

개봉되다

~라고신고되다, 보도되다 심하게부상입었다고

(완료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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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답과해설

정답┃ 1. are called Jack and Jill (by them) / 그들은그쌍둥이를 Jack과 Jill이라고부른

다. → 그 쌍둥이는 Jack과 Jill이라고 불린다.  2. was given an hour to make my decision
(by them) / 그들은나에게결정을내리도록한시간을주었다. →나에게는결정을내리도록한시

간이주어졌다.  3.was made to apologize to Mr. Lee by the homeroom teacher / 담임선

생님은 Kevin에게이선생님께사과드리도록시켰다. → Kevin은담임선생님에의해이선생님

께사과드리도록시켜졌다. 1. to stop / 내가어렸을때, 나는부모님으로부터항상우는것을

멈추라는말을들었다.  2. a job / Sally는더나은보수를주는직업을제안받았고그녀는아마그

것을받아들일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4형식·5형식 문장의 수동태 구문 ▶본문 p.452

twin[twin] 쌍둥이 (중의한명)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

apologize[‰p£l‰d,àiz] 사과하다

accept[‰ksèpt] 받아들이다

Chico Mendes was raised / in Brazil, / deep in the Amazon rain forest. // He and his fellows

were angered / by the devastation of the Amazon rain forest / by ranchers. // Their voices were

heard / by ecologists / all over the world. // The Brazilian government eventually declared / 

millions of acres in the Amazon protected.

Chico Mendes는양육되었다 / 브라질에서 / 아마존열대우림깊은곳에서 // 그와그의동료들은격분했다 / 아마존열

대우림의황폐화에 / 목장주들에의한 // 그들의목소리가들려졌다 / 생태학자들에의해 / 전세계의 // 브라질정부는결국

선언했다 / 아마존의수백만에이커가보호받도록

수동태 부사구 부사구 주어

by＋행위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by＋행위자 전세계의수동태

수동태

1 The twins are called / Jack and Jill.

그쌍둥이는불린다 / Jack과 Jill이라고

2 I was given an hour / to make my decision. 

나는한시간을부여받았다 / 결정을내릴

3 Kevin was made / to apologize to Mr. Lee / by the homeroom teacher. 

Kevin은시켜졌다 / 이선생님께사과드리도록 / 담임선생님에의해서

` 1 When I was little, / I was told / by my parents / to stop crying all the time.

내가어렸을때 / 나는들었다 / 부모님에게 / 항상우는것을멈추라고

2 Sally has been offered / a job with better pay, / and she’ll probably accept it. 

Sally는제안받았다 / 더나은보수의일을 / 그래서그녀는아마그것을받아들일것이다

주어

주어

보어5형식수동태

5형식수동태

주어(능동태의간접목적어) 

능동태에서사역동사의목적격보어가동사원형일경우수동태에서 to부정사로바꿈

시간부사절(~할때) 5형식의수동태(tell＋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의수동태) 부사구

주어(능동태의간접목적어) └ 4형식의완료수동태(have been p.p.) 등위접속사

┌4형식수동태

형용사구

to부정사의형용사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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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27

정답과해설

정답 01④ 02⑤

▶본문 p.46Reading Application

advertising[®dv‰÷tàizi\] 광고

surround[s‰ráund] 둘러싸다

principal[príns‰pÂl] 주요한

inherit[inhèrit] 상속하다

aim[eim] 목적

in that ~라는점에서

misleading[mislí;di\]

오해를불러일으키는

ignore[ign≤;÷] 무시하다

accurate[®kj‰rit] 정확한

legalize[lí;g‰làiz] 합법화하다

01 정답 ④

전문해석┃우리가어디로가든지그리고무엇을하든지간에우리는광고에의해서둘러싸여있다.

광고의다수는유용하다. 그것은생산자가그들의제품을팔수있는수단이어서그것이없다면사

업은성공할수없을것이다. 사실, 한때“광고는사업가가지구를상속하게된주된이유이다.”라고

말해졌다. 하지만, 이제는광고가너무많은가?여러가지면에서, 우리가보는많은광고가오해를

불러일으키고있다는점에서그것은그자체의목적을파괴하기시작했다. 우리는이제우리가보

는것의대부분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고여겨진다. 아마도유명한작가인H.G. Wells가“광고는

합법적인거짓말이다”라고말한것이오늘날더정확해진것같다. 

문제풀이┃과거 광고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광고가 너무 많고 과장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주어진 문장은 광고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유도하는 부분이므로 부정

적인내용이시작되는④에들어가야알맞다.

주의해야할수동태구문 ▶본문 p.483

elderly[èld‰÷li] 나이가지긋한, 

연로한

control[k‰ntróul] 통제, 지배

정답┃ 1. dealt with / 이문제는즉시다루어져야한다.  2. taken care of / 너의연로한부모

님은네가없는동안 Ann에의해돌보아질것이다.  3. thought of / 공놀이는주로젊은이들에게

전쟁에필요한속도와기술을가르치는한방법으로여겨졌다. 1. absorbed in / 나는책에몰

두해있어서시간이흘러가는것을눈치채지못했다.  2. amazed at / 그녀는사고후에자신이얼

마나침착했는지에놀랐다.  3.worried about / 나는내가통제할수없는일에대해걱정하지않

으려고노력한다. 

구문적용 training

02 정답 ⑤

전문해석┃ soap opera가 TV 현상이었다고생각했는가? 그렇지않다! ‘soap opera’로여겨지는

최초의연속물은한시카고라디오방송국에서 1930년에처음나온 Painted Dreams였다. 초기

라디오연속물은대부분의청취자가가정주부였을평일낮시간대에방송되었다. 이리하여그프로

그램은 주로 여성 청취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들에 의해 사로잡혀졌다. 왜 그것들이‘soap
opera’라고불렸는지아는가? 대부분의프로그램이비누회사에의해후원을받았고, 등장인물들

이많은문제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 사람들은그이야기가대부분해피엔딩으로끝나지않는오

페라와 같다고 말했다! 최초의 TV soap opera는 1946년에 나온 Faraway Hill이었다. soap
opera는 1950년대초반에미국낮시간대의텔레비전주요프로그램이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soap opera의시청률은 2000년대이래로많이떨어졌다.

문제풀이┃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래로 soap opera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

용과일치하지않는다. 

serial[síÂri‰l] 연속물

phenomenon[fin£m‰n¢n] 현상

debut[deibjù;] 처음 나오다, 데뷔

하다

slot[sl°t] 시간대

housewife[háuswàif] 가정주부

predominantly[prid£m‰n‰ntli]

주로, 대부분은

staple[stèipÂl] 주성분, 주요산물

rating[rèiti\] 시청률, 평점

significantly[signífik‰ntli]

상당히,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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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have not been cooked / 몇몇 감자는 충분히 오랫동안 조리되지 않았다.  2. will
never be forgotten / 그병사의희생은누구에게도결코잊혀지지않을것이다.  3. consists of
/ 그이야기는같이엮인여러개의독립된줄거리들로구성되어있다. 1.will be given / 승

자에게승용차가경품으로주어질것이다.  2.mending / 앞문은가능한한빨리수리가될필요가

있다.  3. peels / 새로운피부가자라나고, 손상된피부는저절로벗겨져나간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책은읽힐가치가있다. / 대중은고등학교가개선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수동태의시제와수동의의미를갖는능동태동사 ▶본문 p.494
구문 up

sacrifice[s®kr‰fàis] 희생

consist of ~로구성되다

self-contained[sèlfk‰ntèind]

독립된내용을갖춘

plot[pl°t] 줄거리

weave[wi;v] 엮다(-wove-woven) 

give away ~을 선물로 주다[거저

주다]

mend[mend] 수선하다

peel[pi;l] 벗겨지다

28 정답과해설

1 This matter / must be dealt with / immediately. 

이문제는 / 다루어져야한다 / 즉시

2 Your elderly parents / will be taken care of / by Ann / while you are away. 

너의연로한부모님은 / 돌봐져야할것이다 / Ann에의해 / 네가없는동안에

3 Ball playing / was thought of / mainly as a way / to teach young men / the speed and skill 

/ [(that) they would need for war].

공놀이는 / 간주되었다 / 주로한방법으로 / 젊은이들에게가르치는 / 속도와기술을 / 전쟁을위해필요할

` 1 I / was absorbed in my book / and didn’t notice / the time fly. 

나는 / 책에몰두했다 / 그래서눈치채지못했다 / 시간이흘러가는것을

2 She / was amazed at / how calm she felt / after the accident.

그녀는 / ~에놀랐다 / 그녀가얼마나침착했는지 / 사고후에

3 I / try not to be worried about things / which are above my control.

나는 / 일에대하여걱정하지않으려고노력한다 / 내가통제할수없는

조동사＋동사구의수동태(deal with: ~을처리하다[다루다]

조동사＋동사구의수동태(take care of: ~을돌보다) ~하는동안

be absorbed in: ~에몰두하다 지각동사 목적격보어(동사원형)

be amazed at: ~에놀라다 how＋형용사＋주어＋동사 부사구

목적어

주어

주어

teach의간접목적어A be thought of as B: A는 B로간주되다 직접목적어

목적격관계대명사절

try not to-v: ~하지않도록노력하다 └be worried about: ~에대해걱정하다 └주격관계대명사절(선행사: things)

1 Some potatoes / have not been cooked / for long enough. 

몇몇감자는 / 조리되지않았다 / 충분히오랫동안

have＋been＋p.p.(현재완료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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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29

정답과해설

2 The soldier’s sacrifice / will never be forgotten / by anyone. 

그병사의희생은 / 결코잊혀지지않을것이다 / 누구에게도

3 The story / consists of several self-contained plots / which are woven together.

그이야기는 / 여러개의독립된줄거리들로구성되어있다 / 같이엮인

` 1 A car / will be given away / to a winner.

자동차가 / 경품으로주어질것이다 / 승자에게

2 The front gate / requires mending / as soon as possible. 

그정문은 / 수선될필요가있다 / 가능한한빨리

3 New skin / grows, / and the damaged skin / peels off / of itself.

새로운피부가 / 자라나고 / 손상된피부는 / 벗겨진다 / 저절로

주어 by＋행위자will＋be＋p.p.(미래수동태)

will＋be＋p.p.(미래수동태)

자동사(수동의의미를갖는능동태동사) 선행사 관계대명사절

주어 주어 수동의의미를갖는능동태동사

부사구

동사

require＋v-ing: ~될필요가있다주어 부사구

04 정답 ①

전문해석┃파블로피카소는그가전통적인화가가되기를원하는사람들을실망시켰다. 그는늘예

술적전통의규칙들을깨뜨려그의기이하고도호소력있는그림들로대중에게충격을주었다. 그

는아마그의‘입체파’그림들로가장유명한데, 그그림들은단순하고기하학적인형상들만을사용

했다. 그의 인물화는 종종 그들의 이목구비가 엉뚱한 위치에 있는 상태로 삼각형들과 사각형들로

구성되었다. 그의작품은예술에대한우리의생각을변화시켰고, 수백만명의사람들에게현대예

술은피카소의작품을의미한다. 1937년에그가그린 Guernica는스페인내전중에있었던조그

마한바스크마을에대한폭격을기록하고있으며, 논쟁의여지없이현대회화의걸작중하나이다.

disappoint[dìs‰p≤int] 실망시키다

geometric[d,ì;‰mètrik]

기하학의, 기하학적인

feature[fí;t∫‰÷] 이목구비

bombing[b£mi\] 폭격

civil war 내전

undisputedly[>ndispjù;tidli]

논쟁의여지없이, 이의없이

03 정답 ④

전문해석┃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땅을 나눠 갖는다면, 우리는 각각 약 25,000제곱미터를

갖게될것이다. 이수치는우리가갖게될땅의유형을조사해볼때까지는꽤기분을북돋우는것

처럼보인다. 식량을생산해낼수없기때문에모든땅이인간에게유용한것은아니다. 우리는눈

과얼음으로영구적으로뒤덮여있기때문에그것의약 5분의 1을제외할수있다. 그러고나서또

다른 5분의 1이사막이기때문에제외될수있다. 또다른 5분의 1은지나치게산이많거나해수면

보다지나치게높다. 10분의 1은작물이자라기에충분한토양을가지고있지않다. 이제 (인간의)

입장은다소더암울해보이기시작한다!

문제풀이┃전체 지구의 땅을 인구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몫이 꽤 많은 편이지만, 쓸모없는 땅을 제

외하면결국이용가치가있는땅은부족하다는내용의글이다.

정답 03④ 04①

▶본문 p.50Reading Application

share[∫¡‰÷] 몫

figure[fígj‰÷] 수치

encouraging[inkÁ;rid,i\]

기운[용기]을북돋아주는

examine[igz®min] 조사하다

permanently[pÁ;÷mÂn‰ntli]

영구적으로

mountainous[máuntÂn‰s]

산이많은

bleak[bli;k] 암울한;̀ 황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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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you might not have realized / 여러분이그것을깨닫지못했을지도모르겠지만, 몸

짓언어는인터뷰하는사람에게많은것을전달할수있다.  2.must have lived in Japan / 그가

일본어를유창하게구사하는것을고려하면, 그는일본에살았음에틀림없다.  3. could not have
found the restaurant / 네가우리에게그려준지도가없었다면우리는그식당을찾지못했을수

도있었다. 1.might / 그녀는내농담을오해했을지도모른다. 그녀의화난얼굴이그것을보

여준다.  2. couldn’t / 평소에는매우친절한 Richard가내게인사도없이나를지나쳐갔다. 그

는나를볼수없었을것이다.  3.would / 우리는어제저녁에택시를타고집에갔는데교통체증

에걸렸었다. 걸어가는게더빨랐을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body language 몸짓언어

communicate[k‰mjù;n‰kéit]

의사소통하다

fluently[flù;‰ntli] 유창하게

misunderstand

[mìs<nd‰÷st®nd] 오해하다

greet[gri;t] 인사하다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걸린

「조동사＋have＋p.p.」구문 ▶본문 p.536

30 정답과해설

문제풀이┃피카소 스스로가 예술 전통의 규칙들을 깨뜨리고 기이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전통적인 화가가

되기를원하는사람들을실망시켰으므로①은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masterpiece[m®st‰÷pì;s] 걸작,

명작

정답┃ 1. had better 2. could not help 1. used to / 이건물은지금은가구점이지만, 슈

퍼마켓이었다.   2.may as well not / (연료) 탱크가거의비어서, 우리는다음주유소를놓치지

않는게좋겠다.  3. rather / 나는연구논문을쓰느니차라리시험을보겠다.

구문적용 training

다양한조동사의의미 ▶본문 p.525

turn down (소리를) 줄이다

courageous[k‰rèid,‰s] 용기있는

furniture shop 가구점

gas station 주유소

1 You / had better turn the music down / before a neighbor complains. 

너는 / 음악을줄이는게낫다 / 이웃이불평하기전에

2 I / could not help admiring him / when I was told / of his courageous act. 

나는 / 그를칭송하지않을수없었다 / 내가들었을때 / 그의용감한행동에대해

` 1 This building / is now a furniture shop, / but it used to be a supermarket.

이건물은 / 지금은가구점이다 / 하지만그것은 / 슈퍼마켓이었다

2 The tank is almost empty, / so we may as well not miss / the next gas station.

(연료) 탱크가거의비어서 / 우리는놓치지않는게좋다 / 다음주유소를

3 I would rather take an exam / than write a research paper.

나는차라리시험을보겠다 / 연구논문을쓰는것보다

had better＋동사원형: ~하는게낫다 부사절

cannot help v-ing: ~하지않을수없다 수동태 부사구

may as well not: ~하지않는게낫다거의 빈 (부사＋형용사)

보어동사 =this buildingused to be: ~이었다 (과거의상태)

would rather A than B: B하느니차라리A하는게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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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31

정답과해설

1 Your body language / can communicate much / to the interviewer, / though you might not 

have realized that. 

당신의몸짓언어는 / 많은것을전달할수있다 / 면접관에게 / 비록당신이그것을깨닫지못했을지도모르지만

2 He / must have lived in Japan, / considering / that he speaks Japanese fluently. 

그는 / 일본에서살았음에틀림없다 / 고려하면 / 그가일본어를유창하게구사한다는것을

3 We could not have found the restaurant / without the map / that you drew for us.

우리는그식당을찾을수없었을것이다 / 지도없이 / 네가우리를위해그려준

` 1 She / might have misunderstood / my joke. // Her angry face / shows it.

그녀는 / 오해했을지도모른다 / 내농담을 // 그녀의화난얼굴이 / 그것을보여준다

2 Richard, / who is usually very friendly, / walked past me / without greeting me. // He couldn’t

have seen me. 

Richard는 / 평상시에는매우친절한데 / 나를지나쳐갔다 / 내게인사도없이 // 그는나를볼수없었을것이다

3 We / took a taxi home / last evening / but got stuck in traffic. // It would have been quicker 

/ to walk.

우리는 / 집으로택시를타고갔다 / 어제저녁에 / 하지만교통체증에걸렸었다 // 더빨랐을것이다 / 걷는것이

주어 동사

might not have p.p.: ~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

must have p.p.: ~이었음에틀림없다

주격관계대명사절could not have p.p.: ~할수없었을것이다 선행사

~라는것을고려하면

might have p.p: ~이었을지도모른다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절 부사구동사

couldn’t have p.p.: ~할수없었을것이다

take a taxi: 택시를타다

진주어(to부정사)

가주어 would have p.p.: ~했었을것이다

05 정답 ③

전문해석┃세금사기에연루된백만장자에대한신문머리기사를볼때면, 우리는이러한형태의속

임수를현대의조작과연관짓는경향이있지만, 그것은고대의속임수형태였다. 유명한로마시인

인베르길리우스는죽은파리를위한장례식을열고그파리를자신의저택주변의땅에묻었다. 고

대로마에서는묘지로사용된토지는과세할수없었으므로, 베르길리우스는자신의영토를기술적

으로매장장소로만들고세금이면제되게만들었다. 부자와유명인들이세금사기에대해독점권

을갖고있는것은아니다. 거리에서지갑을발견하자마자주인에게연락하는보통사람도종종자

신의소득세반환에있어서허위공제를요구한다. 하지만, 우리는기만당하고있는정부가어떤막

연한추상적인존재가아니라바로우리나라의국민들인우리자신이라는것을명심해야한다.  

문제풀이┃빈칸 앞의 내용은 유명인사의 세금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빈칸 뒤의 내용은 보통 사람

들의세금사기에대해거론하고있으므로빈칸에는③‘독점권을갖고있는것은아니다’가적절하다. 

① 자신을변명하다 ②벌금을내야한다

④때때로정직함을보여준다 ⑤이익을얻기위해변호사를고용한다

정답 05③ 06⑤

▶본문 p.54Reading Application

fraud[fr∞;d] 사기, 협잡

manipulation[m‰nìpj‰lèi∫Ân]

조작, 속임수

celebrated[sèl‰bréitid] 유명한

funeral[fjù;nÂr‰l] 장례식

taxable[t®ks‰bÂl] 과세할수있는

property[pr£p‰÷ti] 영토, 재산

exempt[igzèmøt] 면제된

phony[fóuni] 가짜의, 엉터리의

deduction[did=k∫Ân] 공제

vague[veig] 막연한

abstraction[æbstr®k∫Ân]

추상(적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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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③

전문해석┃무역은이탈리아, 베니스의 14세기상인들에게거대한부의근원이었다. 선박들은상인

들이부유한고객들에게팔수있도록아시아로부터향신료, 비단및기타상품들을가져왔다. 그러

한값비싼물건덕분에, 상인은불과몇년안에매우부유해질수있었다. 그러나단한번의해상에

서의폭풍우, 갑판위의화재, 또는해적의공격으로모든화물과심지어그들의목숨을잃었다. 위

험을줄이기위해서, 손실에대해보호를제공하기위해무역조합이형성되었고그것이보험의시

작이었다. 최초의생명보험증권은 16세기에영국에서판매되었다. 한세기뒤에, 최초의화재보험

이이용가능해졌으며, Benjamin Franklin은사람들이화재로모든것을잃지않게하기위해서

미국보험회사를창립했다. 오늘날회사와개인들은생명과화재에서부터신분절도에이르는모든

것에대해보험에들수있다고들한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보험이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험에 대해 거론하

기바로전인③에오는것이적절하다.

구문풀이┃ 8행 A century later, / the first fire insurance became available / and Benjamin
Franklin founded a U.S. insurance company / so (that) people didn’t 

lose everything in a fire.

11행 Today, it is said / that businesses and individuals can be insured / for

everything / from life and fire to identity theft. 

lessen[lèsÂn] 줄이다

insurance[in∫ù;Âr‰ns] 보험

merchant[mÁ;÷t∫Ânt] 상인

spice[spais] 향신료, 양념

pirate[páiÂr‰t] 해적

cargo[k£;÷gou] 화물

insurance policy 보험증서

available[‰vèil‰bÂl] 이용가능한

insure[in∫ù‰÷] 보험을팔다

identity theft 신분절도

정답 01③ 02③ 03② 04④ 05② 06②

▶본문 p.56Test실전Unit
03

~하기위해서창설하다(-founded-founded)

~라고들한다

from A to B: A에서부터B까지

조동사＋be＋p.p. 

Reading Skill

●「It＋be동사＋p.p.＋that ~」구문의해석

「It is said[reported, thought, suggested] that ~」과 같이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절 사이에 수동태가 쓰인 문장의 구조는「일반 주어(They /

We / People)＋능동형동사＋that ~」으로전환하여문장을해석하면더이해하기쉽다. 

32 정답과해설

06 정답 ⑤

전문해석┃영국사람들은사실늘외국에서음식을수입해왔다. 로마의침략때부터외국무역은

영국요리에중요한영향력을미쳤다. 영어처럼영국의부엌은닭, 토끼, 사과, 차와같은전세계의

재료들을흡수했다. 이모든것들은성공적으로영국요리에결합되었다. 영국요리에중요한영향

을미친또다른것은날씨였음에틀림없다. 아주옛날부터내리던영국비는영국사람들에게굉장

히다양한고기, 과일, 채소들의일부를생산할수있는비옥한토양을제공하는데, 그것들은그자

체로훌륭한음식이다. 

문제풀이┃영국 요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래 전부터 교역을 통해 수입해 온 각종 재료, 그리고 다양하면서

도품질이좋은재료들을생산해낼수있는비가많은날씨라고했다. 따라서 이두가지를모두포괄하는글

의제목으로는⑤‘영국요리에미치는역사및기후적영향’이가장적절하다.

① 2차 세계대전의유산 ②외국무역이요리에미친영향

③맛있는영국요리와그것의복잡한요리법 ④국제요리에대한영국인들의애정

import[imp≤;÷t] 수입하다

invasion[invèi,‰n] 침입, 침략

trade[treid] 무역

major[mèid,‰÷] 중요한

absorb[‰bs≤;÷b] 흡수하다

ingredient[ingrí;di‰nt] 성분, 재료

incorporate[ink≤;÷p‰réit]

혼합하다;̀ ̀합병하다

variety[v‰rái‰ti]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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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33

정답과해설

02 정답 ③

전문해석┃비록많은노인들이오랫동안완벽한기억력을지니고있을지라도, 노인들이잘잊어버리

는일은매우흔한일이다. 많은것들이건망증을야기할수있다. 때때로뇌(腦)로의혈액공급이효

과적이지않다. 뇌세포가산소와영양분이부족해져서건망증을야기한다. 치매는건망증이심각한

문제가되는상태로, 치매를앓고있는사람은자신을돌볼수없을지도모른다. 대부분의노인들에

게기억은커다란기쁨을가져다준다. 이상하게도, 최근의사건들이잊혀지게되더라도, 그들의어린

시절에일어났던일들은종종선명히기억된다.

문제풀이┃ (A) 양보의 접속사 although를 통해 주절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

로 become forgetful과대조의의미인‘retain(계속지니다, 보유하다)’이가장적절하다. (retail: 소매하다)

(B) 뒤에 이어지는문장에서뇌세포는산소와영양분이부족하게되어건망증을일으킨다고했으므로이는뇌

로 산소와 영양분을 담고 있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효과가 없는’이

란뜻을가진 ineffective가가장적절하다. (effective: 효과적인)

(C) 노인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이상하게(Strangely)’여겨질일이다. (obviously: 명백하게, 뚜렷이)

구문풀이┃ 1행 It is very common for old people to become forgetful, ~

4행 The brain cells become starved ~, / leading to forgetfulness.

7행 Strangely, / even though recent events may be forgotten, /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ir childhood] are often clearly remembered.

forgetful[f‰÷gètf‰l] 잘잊는

forgetfulness[f‰÷gètf‰lnis]

잊기쉬움, 건망증

be[become] starved of

~이결핍되다

nutrient[njù;tri‰nt] 영양분

lead to ~한결과를가져오다

condition[k‰ndí∫Ân] 상태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to부정사)

결과를나타내는분사구문

비록~일지라도 be동사＋p.p.(수동태)

be동사＋p.p.(수동태)

주격

관계대명사절

03 정답 ②

전문해석┃병역법이 연방법인 반면에, 결혼에 관한 법은 연방이라기보다는 주의 법률이라서 결혼

규정이전국에걸쳐동일하지않다. 합법적인결혼나이가이러한통일성부족의예를제공한다. 대

부분의주에서, 부모의허락없이결혼하기위해서는남자와여자둘다적어도 18살이되어야하는

데, Nebraska 주와Wyoming 주는커플이적어도 19살이될것을요구하고있다. 몇몇주에서는

부모의허락이주어지면커플이 16살에결혼할수있고, 또몇몇주는심지어 16살이전의결혼을

허락하기도하는데이런상황에서는부모의허락외에판사의허락이때때로요구된다. 그렇게어

린나이에커플이결혼하는것을허락하는몇몇주는이러한이른결혼의수많은부정적영향때문

에지금그러한조기결혼을폐지할것을고려중이다.

문제풀이┃미국의 각 주에 따라 결혼을 인정하는 연령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②‘주

결혼법의차이’가가장적절하다. 

① 조기결혼의부정적인영향 ③합법적인결혼연령을낮추는추세

④부모허락에있어서통일성의부족 ⑤징병제에있어연방법의필요성

구문풀이┃ 6행 [If parental permission is given], / then a couple can marry at sixteen in 

some states, / and a few states even allow marriage [before the age of 

sixteen], / though a judge’s permission, / in addition to the permission of 

the parents, / is sometimes required in this situation.  

draft law 병역법

federal[fèdÂr‰l] 연방의

conformity[k‰nf≤;÷m‰ti] 일치,

유사

consent[k‰nsènt] 허락, 동의

do away with ~을없애다

numerous[nΔù;m‰r‰s] 수많은

be동사＋p.p.(수동태)조건절

부사구

주어 삽입구

be동사＋p.p.(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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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정답 05 ② 06 ②

전문해석┃ (A) 이스라엘에는두개의주요수역(水域)이있다. 이들수역은둘다요단강의물을공

급받는다. 하나는갈릴리호수로, 그것은물고기로가득하고, 무성한식물과나무들에둘러싸여있

다. 여러모로그것은살아있는바다이다. 다른하나는사해(死海)이다. 거기에는살아있는식물이

하나도없고, 물고기도없고, 바다가고여있으며죽어있다. 

(C) 차이점은갈릴리호수는넘쳐흐른다는것이다. 호수로흘러드는물의 1갤런당 1갤런이포기되어

져하류로보내진다. 그것은계속스스로를새롭게한다. 그것은받는만큼준다.

(B) 반면에사해는그곳의지리적인특징들때문에요단강에서받기만한다. 그것은어느것도포기

하지않는다. 그곳의물은결코정화되지않으며, 그것은흐르지않고죽는다. 그리고그것에의존

하는모든것또한죽는다. 

(D) 마찬가지로, 어떤사람들은세상에는두종류의사람, 즉늘다른사람들을도우며시간과돈과

에너지를기여하는사람과오로지받기만하는사람이있다고말한다. 당신은어떤종류인가? 받기

만하는사람들은그만큼잘먹지만, 주는사람은잘잔다는것을반드시명심하라.

a body of water 수역(水域)

feed[fi;d] (강·호수 등이) 물을 공

급하다, ~에흘러들다(-fed-fed)

lush[l<∫] (초목이) 무성한;̀ 비옥한

vegetation[véd,itèi∫Ân]식물, 식생

stagnant[st®gn‰nt] 흐르지않는,

고여있는 (동⃝ stagnate)

geographical[d,ì;‰gr®fikÂl]

지리적인

pass on ~을주다[전하다]

downstream[dáunstrí;m]

강아래로, 하류로

renew[rinjù;] 갱신하다

likewise[láikwàiz] 마찬가지로

동명사의부정주어 결코~이아니다전치사구

∧
(which are)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인것같아보이다

34 정답과해설

04 정답 ④

전문해석┃곤경에처한사람을돕지않는문제는결코현대의현상이아니며, 그것은심지어고대에

도문젯거리였다. 사회심리학자들은곤경에처한것으로보이는사람들에대한구경꾼들의반응에

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알아내기위해현장과연구실에서많은실험을수행해왔다. 이 연구들은

구경꾼들이많을때, 다른누군가가좀더전문가로혹은더많은책임을지고있는것으로인식될

때, 상황이 모호할 때, 또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곤경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질

때, 관찰자는덜개입하는경향이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 모든조건들은개인의책임감을감소

시킨다.

문제풀이┃빈칸 앞에 있는 these conditions는 그 앞 문장에서 제시한 구경꾼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개

입하기를꺼리게만드는상황들을가리킨다. 따라서이상황들은책임감을‘감소시킨다’고추론할수있다.

① 유발하다 ②요구하다 ③관리하다 ⑤수반하다

구문풀이┃ 1행 [The issue / of not assisting someone in distress] / is by no means a 

modern phenomenon; ~.

3행 ~ to determine the factors / [influencing bystanders’ responses to people

/ [who appear to be in distress]].

▶ influencing 이하의분사구가앞의명사 the factors를수식하고있으므로‘~에영향을미치는요

소들’이라고해석한다.

distress[distrès] 곤경, 곤궁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carry out ~을수행[실행]하다

experiment[ikspèr‰m‰nt] 실험

field[fi;ld] 현장

laboratory[l®br‰t≥;ri]

실험실, 연구실

reveal[riví;l] 밝히다, 나타내다

perceive[p‰÷sí;v] 인식하다

ambiguous[æmbígju‰s]

애매(모호)한

plight[plait] 곤경, 궁지

intervene[ìnt‰÷ví;n] 간섭하다, 

개입하다

Reading Skill

●행위자가생략된수동태구문에익숙해지자

「주어＋be동사＋p.p.＋by 행위자」의완벽한구조를갖춘수동태문장은영어로된지문에서실제로그리많이찾아볼수없는데, 그이유는보통행위자

가자주생략되기때문이다. 대개행위의주체가일반인이거나막연한사람을가리킬경우, 행위자를알수없는경우, 문장의전후관계에서추측해보면

행위자가명확해서다시언급할필요가없을경우‘by 행위자’는생략되는경우가많다.

주어 주격관계대명사절

consider＋동명사: ~하는것을고려하다 / do away with ~을없애다 ~ 때문에(＋구)  

동사(현재진행형)

9행 Some states [which allow couples to marry at such a young age] / are now

considering doing away with such early marriages / because of the 

numerous negative effects / of these young marri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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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변화무쌍한동사의형태와의미 35

정답과해설

문제풀이┃ 05 [도입부] (A): 화제 제시(갈릴리 호수와 사해)→ [차이점 1] (C): 갈릴리 호수의 예→ [차이점

2] (B): 연결어 on the other hand(반면에)로 갈릴리 호수와 대조를 이루는 사해를 제시→ [적용과 결론]

(D): 두 수역의비교와대조를통한깨달음을인간세상에적용

06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여 갈릴리 호수와 같이

계속해서자신을남에게아낌없이주는것이자신에게이롭다는내용이므로이글의요지로가장적절한것은

②이다.

구문풀이┃ 2행 One is the Sea of Galilee, / which is full of fish / and (which) is surrounded

by lush vegetation and trees.

15행 Do keep in mind that those [who only take] just eat well, / but those [who

give] sleep well.

give of ~을아낌없이바치다

contribute[k‰ntríbju;t]

기여하다, 바치다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nd it)

목적어(that절) 주격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keep 강조

정답 01 ④ 02 ③ ▶본문 p.59

mercury[mÁ;÷kj‰ri] 수은

container[k‰ntèin‰÷] 용기, 그릇

compound[k£mpaund] 합성물

poisonous[p≤izÂn‰s] 독성이있는

substance[s=bstÂns] 물질

strictly[stríktli] 엄격하게

cavity[k®v‰ti] 충치

01 정답 ④

전문해석┃수은은일상적인실온에서액체상태인유일한금속이다. 그것은선명하게빛나는색을

하고있고용기밖으로부으면빠르게흐른다. 수은합성물은종종선명한색깔을띠어한때채색물

감에널리사용되었다. 하지만, 수은은매우독성이강한물질이라서그것의사용은이제엄격하게

통제된다. 수은의몇몇다른용도는건전지제조와의학분야에서이다. 치과의사들은여전히치아

의충치를메우기위해아말감형태로수은과은의혼합물을사용한다. 

문제풀이┃① 관계대명사 that절의 동사로 선행사가 단수형인 the only metal이므로 수를 일치시켜 단수

동사 is를쓰는것이적절하다. 

② 부사절에서 주절의 주어와 같은 주어 및 be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주절의 주어인 It(=`Mercury)은‘부어

지는’것이므로 원래 부사절은 when it is poured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it is가 생략되었으므로

poured의쓰임은알맞다.

③ 형용사 poisonous를수식하는것이므로부사 extremely는적절하다.

④ 수은의사용(its use)은‘통제되고’있는것이므로 controlled를써서수동태로표현해야한다.

⑤ to fill은목적을나타내는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로쓰여‘~하기위하여’라는의미를나타낸다.

02 정답 ③

전문해석┃나는사실상성공을보장하는방법인한가지전략을소개하고싶다. 그것은사람들이말

하도록두는단순한행위이다. 거의모든사람들은듣는것보다말하기를더좋아한다. 심지어부끄

럼이많거나그다지말을많이하지않는사람들조차도그들이편안함을느끼게되면대개가말하

기를정말로좋아한다. 금상첨화는사람들이말하도록허용되었을때뿐만이아니라, 그들이경청되

고있다고느끼고중단되지않을때이기도하다! 어떤이유에서건간에, 인간은들려지고싶은본능

적인욕구가있는것같다. 그러한욕구가충족되지않을때, 사람들은뭔가를잃어버린것처럼느낀

다. 하지만, 그러한욕구가충족되면사람들은종종충만하고만족스럽게느낀다. 만약여러분이말

하는것을정말로경청하는사람을생각해낼수있다면, 여러분이그들을좋아하는것은당연하다.   

문제풀이┃ (A) 뒤의 형용사 guaranteed를수식할수있는것은부사인 virtually가적절하다. 

(B) 주어인 people이이야기를하도록‘허락을받는’것이므로수동형인 allowed가와야한다. 

(C) 문맥상‘그들을 좋아하는 것도 당연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조동사 may well이 와야 한다. may

as well은‘~하는게낫다(=had better)’의의미이다.

guaranteed[g©r‰ntí;d] 보장된

icing on the cake 금상첨화

interrupt[ìnt‰r=pt] 중단하다

instinctive[instí\tiv] 본능적인

nourish[nÁ;ri∫] 영양분을주다

be fond of ~을좋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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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답과해설

정답┃ 1. if her cake was ready / Wilson 씨는그녀의케이크가준비되었는지물어보기위해

30분전에전화했다.  2. that she’d collect it for me after work / 그녀는나를위해퇴근후그

것을가지러가겠다고말했다.  3.when the train would leave / 나는언제기차가떠날것인지

물었다. 1. if / 그는나에게수술후그의치료를촉진하기위해그가할수있는그어떤것이

있다고생각하는지물었다.  2.what / 나는내가살면서무엇을하고싶어하는지모른다.  3. that
/ 많은사람들이어떤사람들은예를들어스포츠나음악과같이특정한재능을갖고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그렇지않다고믿는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나는누가이편지를썼는지안다. ●그가무엇을했다고생각하는가?

명사절형태의목적어 ▶본문 p.612
구문 up

collect[k‰lèkt] 가지러가다

promote[pr‰móut] 촉진하다

surgery[sÁ;÷d,Âri] 수술

1 I put off seeing a doctor / and decided to go shopping. 

나는진찰받으러가는것을미뤘다 / 그리고쇼핑하러가기로했다

2 To live the low-fat life, / you should avoid consuming / large amounts of red meat / and quit

having such foods / as bacon or sausages / on a regular basis.

저지방식삶을살기위해서 / 여러분은먹는것을피해야한다 / 많은양의붉은고기를 / 그리고음식먹는것을그만두

어야 / 베이컨과소시와같은 / 규칙적으로

3 She would never forget seeing / the Himalayas / for the first time.

그녀는본것을절대잊지못할것이다 / 히말라야를 / 처음으로

4 They regret not having had the courage / to express their feelings, / even if doing so would 

have caused others pain. 
그들은용기가없었던것을후회한다 / 그들의감정을표현할 / 비록그렇게하는것이다른사람들에게고통을초래했

을지라도

~하기로하다

~을그만두다 규칙적으로

forget＋v-ing: ~했던것을잊어버리다

regret v-ing: ~을후회하다 even if: 비록~일지라도

~을피하다

정답┃ 1. seeing, to go / 나는진찰받으러가는것을미루고쇼핑하러가기로했다.  

2. consuming, having / 저지방식삶을살기위해서여러분은많은양의붉은고기섭취를피하

고베이컨과소시지와같은음식을규칙적으로먹는것을그만두어야한다.  3. seeing / 그녀는처

음으로히말라야를본것을절대잊지못할것이다.  4. having / 그렇게하는것이다른사람에게

고통을초래했을지도모르지만그들은자신의감정을표현할용기가없었던것을후회한다. 

다양하고복잡한목적어찾기Unit
04

동명사와 to부정사형태의목적어 ▶본문 p.601

구문적용 training

consume[k‰nsù;m] 먹다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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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다양하고복잡한목적어찾기 37

정답과해설

1 Mrs. Wilson rang / half an hour ago / to ask / if her cake was ready.

Wilson 씨는전화했다 / 30분전에 / 묻기위해 / 그녀의케이크가준비되었는지

2 She said / that she’d collect it / for me / after work.

그녀는말했다 / 그녀가그것을가지러가겠다고 / 나를위해 / 퇴근후에

3 I asked / when the train would leave.

나는물었다 / 언제열차가떠날것인지를

` 1 He asked me / [if I thought / there was anything he could do / to promote his healing / after 

the surgery]. 
그는나에게물었다 / 내가생각하는지 / 그가할수있는그어떤것이있다고 / 그의치료를촉진하기위해 / 수술후에

2 I don’t know / what I want to do / with my life.

나는모른다 / 내가무엇을하고싶어하는지 / 살면서

3 Many people believe / [that some people are born with certain talents, / for instance for 

sport or music, / and others are not].
많은사람들이믿는다 / 어떤 사람들은특정한재능을갖고태어나고 / 예를들어스포츠나음악과같이 / 그리고다른

사람들은그렇지않다고

부사구

목적어(명사절)

목적어(간접의문문)

ask의목적어(명사절)

간접목적어 to부정사구if절목적어(직접목적어)

목적어(간접의문문)

목적어(명사절)

정답 01③ 02②

▶본문 p.62Reading Application

occasionally[‰kèi,‰nÂli] 가끔

persistent[p‰;÷sístÂnt] 끊임없이

반복되는

intrusive[intrù;siv] 거슬리는

downward[dáunw‰÷d] 하향의,

하강의

spiral[spáiÂr‰l] 나선형, 소용돌이

whereby[¶w¡‰÷b£i] 그것으로인해

become obsessed by ~에사로

잡히게되다

01 정답 ③

전문해석┃기억은때때로너무잘작동한다. 우리모두는가끔이것을경험하는데, 이때는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이나 이미지 혹은 심지어 멜로디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맴돈다. 그러한 거슬리는

기억들은보통오래가지않는다. 하지만강렬한부정적인감정의색이입혀진끊임없이반복되는

생각을갖게되면그것들은문제가될수있다. 극단의경우, 좋지않은사건에대한계속되는기억

들은우울증으로고생하는사람들이그들의삶속에서의불행한일들, 즉정신적외상에대한생각

을멈추지못하게되는하강하는감정의소용돌이를만들어낸다. 이와유사하게공포증이있는환

자들은뱀, 개, 대중, 거미또는번개에대한무서운기억들에사로잡히게될지도모른다. 이모든것

은다시감정이기억에강력한역할을함을시사한다. 

문제풀이┃ (A)에는 빈칸뒤문장의극단적인경우가매우부정적인예이므로 negative가적절하며, (B)에는

특정대상에대한무서운감정이기억에영향을미친다는내용이와야하므로 emotion이가장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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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답과해설

가목적어와진목적어 ▶본문 p.643

multiple[m=lt‰pÂl] 많은, 다수의정답┃ 1. to walk a lot / 그는 많이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that she
hadn’t written / 나는그녀가쓰지않았었다는것을이상하게생각했다.  3.what he wanted /

Phil은 그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1. make it easy to share 2. took it for granted
3. it a problem to sell

구문적용 training

1 He found it impossible / to walk a lot.

그는불가능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 많이걷는것을

2 I thought it strange / that she hadn’t written.

나는이상하게생각했다 / 그녀가쓰지않았었다는것을

3 Phil made it clear / what he wanted. 

Phil은분명히했다 / 그가원하는것을

` 1 Many social network services / make it easy / to share information with multiple users.

많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 쉽게해준다 / 다수의사용자들과정보를공유하는것을

2 I took it for granted / that she’d always be with me. 

나는당연하다고여겼다 / 그녀가항상나와함께있을것이라는것을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02 정답 ②

전문해석┃세계야생동물기금(WWF)으로부터의새로운보고서는지구온난화로인해물고기개

체군이얼마나심각한위험에처해있는지를보여준다. ‘뜨거운물에우리의물고기를방치할것인

가?’라는그보고서는기후변화가강, 호수, 그리고바다의수온을얼마나상승시키고있는지를보

여준다. 이것은물고기가이용가능한먹이와산소가더적게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또한

물고기가완전히성장하지못해서새끼를더적게낳게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어떤물고기는

겨울수온이충분히차지않으면번식할수없다. 더욱따뜻해진물은물고기가더차가운지역으로

이동하도록만든다. 만약수온이심지어 1~2도정도높아져도어떤종(種)은사라져버릴것이다.

문제풀이┃빈칸 이후에는 기후 변화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물고기 개체가 감소하거나 물고기들

이 서식지를 이동한다는 내용이 전개되므로 빈칸에는 ②‘뜨거운 물에 우리의 물고기를 방치할 것인가?’가 들

어가는것이가장적절하다. 

① 강에서낚시를금지해야하는가?  ③ 남극에얼마나많은물고기가있는가?  

④ 물고기는왜그들의산란지로돌아오는가?  ⑤ 우리는어떻게온실효과를막는가?

wildlife[wáildlàif] 야생동물[생물]

fund[f<nd] 기금, 자금

population[p¢pj‰lèi∫Ân]

개체군, 인구

in danger 위험에직면한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temperature[tèmpÂr‰t∫‰÷] 온도

reproduce[rì;pr‰djù;s] 번식하다

species[spí;∫i;z] (동식물의) 종

disappear[dìs‰pí‰÷]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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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다양하고복잡한목적어찾기 39

정답과해설

3 Everything / that made their home perfect / made it a problem / to sell]. 

모든것이 / 그들의집을완벽하게만들어준 / 문제가되게했다 / 판매하는것을

1 Suppose / I offered you the chance / to earn some fast cash. 

가정해보라 / 내가당신에게기회를제공했다고 / 얼마의급전을벌수있는

2 You require food and water / to eat and drink, / but do you really require / that new pair of 

high fashion shoes?
너는음식과물을필요로한다 / 먹고마실 / 그러나너는정말로필요로하는가 / 그최신유행하는디자인의새신발을

3 Low prices can attract buyers / who haven’t planned to buy things / into a store.

낮은가격은구매자들을끌어들일수있다 / 물건을구매할계획이없었던 / 가게로

` 1 I bought a book / which describes the whole history.

나는책을샀다 / 역사전체를설명해주는

2 I sent an email / to explain / why I couldn’t turn my essay in.

나는이메일을보냈다 / 설명하는 / 내가왜에세이를제출할수없었는지

3 We know the woman / drinking a cup of coffee / on the bench.

우리는여자를알고있다 / 커피한잔을마시고있는 / 벤치에서

목적어 to부정사수식어구

목적어 to부정사수식어구

목적어 관계대명사절

목적어 관계대명사절

목적어 to부정사수식어구

목적어 현재분사구

정답┃ 1. to earn some fast cash / 내가여러분에게얼마의급전을벌수있는기회를줬다고

가정해보라.  2. to eat and drink / 너는먹고마실음식과물은필요하지만, 정말로그최신유행

하는디자인의새신발이필요하니?  3.who haven’t planned to buy things / 낮은가격은물

건을구매할계획이없었던구매자들을가게로끌어들일수있다. 1. b / 나는역사전체를설

명해주는책을샀다.  2. c / 나는내가왜에세이를제출할수없었는지설명하는이메일을보냈다.

3. a / 나는벤치에서커피한잔을마시고있는여자를알고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낙엽들(떨어지는잎들)을봐라. / 깨진창문을봐라. ●나는학교공동체에관련된학생

들을초대했다. / 첫문장에있는단어를봐라. / 너는위대한예술을이해하는방법을배워

야한다. ●나는콘크리트건물에사는사람들을만났다. / 나는우리가머무르던호텔이

싫다.

수식어가붙은목적어 ▶본문 p.654
구문 up

concrete[k°nkrí;t] 콘크리트의

fast cash 급전

high fashion 최신유행하는디자인의

attract[‰tr®kt] 끌어들이다, 유혹

하다

가목적어 진목적어형용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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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답과해설

04 정답 ②

전문해석┃스스로에게돈을쓴후에더행복할지아니면타인에게일지사람들에게물어보면, 대부

분의사람들이‘나’박스에표시할것이다. 연구는정확하게정반대가사실임을즉, 사람들은스스

로에게보다는다른사람들에게(돈을) 제공한후에훨씬더행복해진다는것을보여준다. 좋은소식

은여러분은정말로수입의큰비율을자선단체, 친구들, 가족및동료에게유용할필요가없다는것

이다. 사실, 가장작은선물도금방행복에있어놀라울정도로크고오래지속되는변화로이어질

수있다. 다른사람들에게들어간몇달러가여러분이어느때고할최고의투자중하나가될지도

모른다. 열심히번돈을기부할여유가정말로없다면하루에다섯개의돈이안드는선한행동을

하는것또한행복에상당한도움을준다는사실을기억하라.

문제풀이┃자기자신보다는다른사람을위해돈을지출한경우더행복감을느낀다는내용이글의요지이므

로제목으로는②‘받는것보다주는것이더낫다’가가장적절하다. 

① 무엇이사람들을물질적으로만드는가?  ③ 기부를권장하는다양한요인들

④물질주의가낮은자존감의원인이될수있을까?  ⑤ 당신을위해돈을쓰고미래를상실하라

vast[væst] 어마어마한

majority[m‰d,≤(;)r‰ti] 대다수,

다수

divert[daivÁ;÷t] (돈·재료 등을)

전용[유용]하다, 다른데로돌리다

charity[t∫®r‰ti] 자선단체

investment[invèstm‰nt] 투자

nonfinancial[n°nfin®n∫Âl]

비재무의, 비금융의

boost[bu;st] 격려, 힘

정답┃ 1. Some of the stuff marketers are selling / 매매하는사람들이판매하는물건중일

부를 우리는 진정으로 원한다.  2. your body is at least 13 inches away from the steering
wheel / 당신의 몸이 운전대로부터 적어도 13인치 떨어져 있도록 확실히 해라.  3. Why the
award was given to them / 왜 그 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4. that you’ll need to submit your application no later than Monday the 31st / 31일월요

일이전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는점을명심하세요.  5. the large number of tourist attending
the exhibition / 우리는그전시회에참석하고있는많은수의관광객들을고려하지못했다.

구문적용 training

제자리에없는목적어찾기 ▶본문 p.685

stuff[st<f] 물건

steering wheel 운전대

award[‰w≤;÷d] 상

submit[s‰bmít] 제출하다

application[©plikèi∫Ân] 지원서

exhibition[éks‰bí∫Ân] 전시회

03 정답 ③

전문해석┃때때로높은담장은낮은담장보다더바람직하다. 그것들은더사적이고사람들이이웃

을보는것을더어렵게만든다. 하지만 Jackson 씨가족이어느작은마을에서그들의집주변에

높은담장을쳤을때, 이웃들과친해지는것이어려웠다. Jackson 씨가족이더낮은담장을설치

하고나서야비로소그들은더행복했다. Jackson 씨가족은더낮은담장이 (이웃들과) 친해지는

것을더쉽게해준다는것을마침내알았다. Jackson 씨가족에게있어좋은담장은절대좋은이

웃을만들어주지못했다. 오히려, 보다친근한담장이 Jackson 씨가족의삶을더좋게만들어주

었다.

문제풀이┃ Jackson 씨 가족은 높은 담장으로 인해 이웃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없음을 깨닫고 담장을 다시

낮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Jackson 씨 가족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친근한 낮은 담장

이③‘Jackson 씨가족의삶을더좋게만들었다’는 내용의글이다.

① 불행한결과를낳았다 ②그들에게상당한비용이들게했다

④ Jackson 씨가족이떠나게했다 ⑤그들의이혼의원인이었다

정답 03③ 04②

▶본문 p.66Reading Application

fence[fens] 울타리, 담장

desirable[dizáiÂr‰bl] 바람직한

private[práivit] 사적인

friendly[frèndli] 우호적인,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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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다양하고복잡한목적어찾기 41

정답과해설

1 Some of the stuff / marketers are selling / we truly want. 

물건중일부를 / 판매하는사람들이팔고있는 / 우리는진정으로원한다

2 Make sure / your body is at least 13 inches away / from the steering wheel.

확실히해라 / 네몸이적어도 13인치떨어져있도록 / 운전대에서

3 Why the award was given to them / they still don’t understand.

왜그상이그들에게주어졌는지 / 그들은여전히이해하지못한다

4 Keep in mind / that you’ll need to submit your application / no later than Monday the 31st.

명심하라 / 당신이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는것을 / 월요일 31일이전에

5 We fail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 the large number of tourists / attending the exhibition.

우리는고려하지못했다 / 관광객의많은수를 / 박람회에참석하고있는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격보어 목적어

주어 동사목적어(간접의문문) 

동사

목적어

목적어

정답┃ 1. the other person(간접목적어), that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is open and
that he or she should now speak(직접목적어) / 다른사람들을골똘히응시함으로써여러분은

상대방에게대화의채널이열려있고그사람이이제말해야한다는것을알려줄수있다.  2. that
hard work has its rewards, that it also takes time away from other activities, that
different people will make different judgments about what to strive for / 그들은힘든일

은보상이있지만, 그것이또한다른활동들을할시간을뺏기도하며, 각기다른사람들이얻으려고

노력하는것에대해각기다른판단을내릴것임을배우게될것이다.  3.me(간접목적어), that I
had a better chance of getting struck by lightning than winning the lottery(직접목적어)

that I was just wasting my money(직접목적어) / 아빠는나에게복권에당첨되는것보다벼락을

맞을확률이더높고내가단지내돈을낭비하고있다고말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많은부모들이그들의보육서비스가얼마나좋은지혹은그들이그좋은보육서비스를

어떻게찾아낼수있는지정말로모르고있다.

명사절로된목적어가두개이상인경우 ▶본문 p.696
구문 up

intently[intèntli] 골똘하게

reward[riw≤;÷d] 보상

strive for ~을얻으려고노력하다

lightning[láitni\] 번개

lottery[l£t‰ri]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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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답과해설

1 By looking at others intently, / you can inform the other person / that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is open / and that he or she should now speak. 

다른사람을골똘히응시함으로써 / 당신은상대방에게알려줄수있다 / 대화의채널이열려있고 / 그사람이이제이

야기해야한다는것을

2 They would learn / that hard work has its rewards, / but that it also takes time away from 

other activities, / and that different people will make different judgments about what to 

strive for. 

그들은배울것이다 / 힘든일은보상이있지만 / 그러나그것은또한다른활동들을할시간을뺏기도하며 / 그리고각

기다른사람들은얻으려고노력하는것에대해각기다른판단을내릴것임을

3 Dad told me / that I had a better chance of getting struck by lightening than winning the 

lottery / and that I was just wasting my money.

아빠는나에게말했다/ 복권에당첨되는것보다벼락을맞을확률이더높고/ 그리고내가단지내돈을낭비하고있다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1

목적어1 목적어2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2

목적어3

직접목적어2

직접목적어1

05 정답 ⑤

전문해석┃우리의가장유명한소설들중많은작품이오래전에쓰여졌다. 독자들은사회가너무

많이변해서때때로고전소설을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을지도모른다. 현대에살고있는사람들

은매우다른생활양식과가치, 신념을가지고있는것같다. 따라서그들이때때로과거에일어났

던일을이해하는것이어렵다는것을알게되는것은결코놀라운일이아니다. 사람들이다른문화

의고전소설을이해하는것은훨씬더어렵다. 독자들은그소설을완전히감상하기위해소설의역

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에대해적절한지식을가지고있어야한다.

문제풀이┃고전소설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소설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있어야한다는내용이므로⑤‘고전소설에대한배경지식의필요성’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하다.

정답 05⑤ 06②

▶본문 p.70Reading Application

belief[bilí;f] 신념

adequate[®d‰kwit] 적절한

historical[hist≤(;)rikÂl] 역사적인

cultural[k=lt∫Âr‰l] 문화적인

background[b®kgràund]

배경지식

fully[fùli] 완전히, 충분히

appreciate[‰prí;∫iéit] 감상하다

06 정답 ②

전문해석┃놀랍게도문장내의골칫덩어리구를어떻게할지결정하는문제는단순히그것을없앰

으로써해결될수있다. 불행히도이해결책은일반적으로어려움에빠진작가에게생각나는마지

막해결법이다. 우선그들은골칫덩어리구로하여금그것을문장의다른부분으로이동시키거나,

그것을바꿔표현하거나, 생각을분명히하거나막힌것이무엇이든지부드럽게하기위해새로운

단어를더하는온갖종류의노력들을경험하게한다. 이런노력들은상황을악화시킬뿐이고작가

troublesome[tr=bls‰m]

골칫거리인

in a jam 곤경에처한

put A through B A에게 B를겪게

하다

exertion[igzÁ;÷∫Ân] 노력, 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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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다양하고복잡한목적어찾기 43

정답과해설

01 정답 ③

전문해석┃그리스인들은복잡한가족관계로얽힌신들과여신들을믿었다. 각각의신은하늘에서

특정한역할을지니고있다고믿어졌다. 예를들어아프로디테는사랑의여신인반면에아르테미스

는사냥의여신이었다. 그리스의종교는공식적인쓰여진규칙을토대로하지않았기때문에, 사람

들이믿는것과그들이신을섬기는방식은지역마다상당히달랐다. 신들중의일부는다른문화에

서차용되었다. 예를들면술의신인디오니소스는트라키아지방에서유래되었다. 모든그리스종

교에서공통된한가지요소는동물을신에게제물로바치는의식이었다.

문제풀이┃ (A) 여신 아프로디테와아르테미스가각각맡고있는임무가달랐다는예를통해그리스의신들은

각자‘특정한(particular)’역할을갖고있음을알수있다. (vague: 막연한)

(B) 문서로 기록된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대상과 숭배하는 방식이 지역적으로‘상당히

(considerable)’달랐음을알수있다. (considerate: 사려 깊은)

(C)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 종교에‘공통적(common)’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요소는 동물을

바치는의식이었다는내용이마지막으로연결되는것이자연스럽다. (different: 서로 다른)

구문풀이┃ 4행 ~ there were considerable local variations / in [what people believed / 

and how they worshipped their gods].

complicated[k£mpl‰kéitid]

복잡한

formal[f≤;÷mÂl] 공식적인

local[lóukÂl] 지역의, 지방의

variation[v√Ârièi∫Ân] 변화, 변이

worship[wÁ;÷∫ip] 숭배하다

borrow[b£rou] 빌리다

originate[‰ríd,‰néit] 비롯되다

ritual[rít∫u‰l] 의식

sacrifice[s®kr‰fàis] (신에게) 제

물로바치다

정답 01③ 02④ 03② 04② 05③ 06⑤

▶본문 p.72Test실전Unit
04

Reading Skill

●명사절을하나의덩어리로생각하라

명사절은목적어를길게하는주범중의하나이다. 명사절의형태는정해져있으므로, 명사절임이확인되면이를하나의덩어리로묶어전체문장구조를

단순화한다. 그런다음명사절의용법과의미를파악하여전체문장의의미파악을시도한다.

clarify[kl®r‰fài] 명백하게하다

radical[r®dikÂl] 근본적인

impasse[ímpæs] 막다른골목, 곤경

grief[gri;f] 큰슬픔, 비탄

afflict[‰flíkt] 괴롭히다, 시달리게

하다

는그문제에해결책이전혀없으며그가근본적인뭔가를할필요가있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 당

신자신이그런막다른골목에있다는것을발견한다면, 골치아픈요인을보고“내가그것을조금

이라도필요로하나?”라고물어보라. 아마도그렇지않을것이다. 그것은내내불필요한일을하려

고애쓰고있었고, 그래서그것이당신에게그렇게많은슬픔을주었던것이다. 그것을제거하고고

통받던문장이갑자기생명력이넘쳐정상적으로숨쉬는것을지켜보라. 그것은가장빠른해결책

이며흔히최선의해결책이다. 

문제풀이┃문장 안의 특정한 구가 문제가 될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구인지 자문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문장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은 ②‘단순히

그것을없애는것’이다. 

① 구체적인세부사항을제공함 ③주제어를바꿈

④전문가에게도움을요청함 ⑤다른단락으로그것을이동함

유도부사 동사 주어 전치사 in의목적어1

전치사 in의목적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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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답 ④

전문해석┃만일여러분이어린아이에게몇분동안단어들의짧은목록을외우게하면, 4살정도되

는아이들도그단어들을외우기위해서는특별한노력을들일필요가있다는것을깨닫고있는것

같아보이지않는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하지만어른으로서우리는단기간동안기억을하고있

을수있는양에한계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 우리가번호를누를수있을정도로충분히오래

전화번호를기억해야할때, 우리는그것을필요한만큼오래도록조용히또는큰소리로그것을혼

자서반복한다. 일단임의의목록이약 7개항목정도인‘마법의수’보다길면, 대부분의사람들은

단기기억속에그것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이것이자동차번호판에약 7개의숫자와번

호만이있고전화번호가역사적으로단지 7개의숫자만을필요로하는이유이다. 우리가이것보다

더많은무언가를외워야할때, 우리는메모장, 녹음기등과같이우리가기억하는것을도와줄장

치를이용한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가 7개의 숫자 혹은 문자를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졌던

이유에대해설명하는문장다음에오는것이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5행 As adults, though, / we have learned / [that there are limits / to how much 

we can maintain / in our memory / for a short time].

exert[igzÁ;÷t] (노력 등을) 하다, 들

이다

to oneself 혼자서

arbitrary[£;÷bitréri] 임의의

digit[díd,it] 자릿수, (0에서 9까지

의아라비아) 숫자

device[diváis] 장치

04 정답 ②

전문해석┃많은사람들은나이가들어가면서기억력이나빠진다고믿는다. 하지만이것이당신에게

도적용될필요는없다. 연구에따르면나이가들어감에따라뇌를활동적으로유지하면서기억력

을예리하게유지하는데도움이되도록당신이할수있는몇가지방법이있다. 신체적인운동과

physical[fízikÂl] 신체적인

mental[mèntÂl] 정신적인

improve[imprù;v] 향상하다

03 정답 ②

전문해석┃연구자들이실수를하는것이사람들의인기에실제로도움이되는지밝혀내기위해실

험을했다. 이연구에서참가자들은 2개의오디오테이프중하나를들었다. 두개의테이프모두일

반상식퀴즈에의한학생의참여에대해상술했다. 그학생은퀴즈에서매우잘하여거의모든질문

에정확히답했고그후에겸손하게성공한일생에대해인정했다. 그러나두개의테이프중하나에

서참가자들은그학생이커피잔을엎어그것으로인해새양복을엉망으로만들었다는소리를들

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그 학생에게 얼마나 호감이 간다고 생각하는지 점수를 매기도록 요청받았

다. 두테이프사이의유일한차이가가짜로커피잔을엎은것임에도불구하고, 실수를저지른학생

이훨씬더호감이간다고여겨졌다. 

→연구는이따금씩의실수가당신의매력을향상할수있음을증명했다.

문제풀이┃사람들은‘실수’를 저지른 학생이 더‘매력적’이라고 느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에 관한

글이다.

① 성공 - 인기 ③도움 - 신뢰성 ④항의 - 민감성 ⑤짜증 - 능률

구문풀이┃ 1행 Researchers  conducted an experiment / to discover whether making a 

mistake is actually good for people’s popularity.

conduct[k‰nd=kt] (특정한 활동

을) 하다

experiment[ikspèr‰m‰nt] 실험

detail[dí;teil] 상술하다, 상세히 설

명하다

modestly[m£distli] 겸손하게

admit[‰dmít] 인정하다, 시인하다

likeable[láik‰bl] 호감이가는

fictitious[fiktí∫‰s] 허구의

blunder[bl=nd‰÷] 실수

enhance[inh®ns] 높이다, 향상시

키다

전치사 to의목적어(명사절)

주어

discover의목적어(whether절)

have learned의목적어(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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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정신적인운동둘다여러분의기억력을도와줄것이다. 걷기나수영, 자전거타기같은신체적인운

동은혈액순환을개선한다. 이것은두뇌가더잘기능하도록돕는다. 두뇌도근육처럼건강을유지

하기위해서는운동이필요하다. 정신적인운동을함으로써여러분자신에게도전하도록노력하라.

낱말맞추기퍼즐을하고, 독서를많이하며, 사고력을요하는게임을하라. 기억은근육과같다는

점을기억하라. 많이쓸수록그것은더좋아진다. 

문제풀이┃신체적 운동과 정신적 운동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

체적인예를들어설명하고있는글이다.

구문풀이┃ 2행 ~ there are some things / [you can do / to help keep your brain active / 

and (to help keep) your memory sharp / as you age]. 

7행 Try to challenge yourself / by doing mental exercises.

circulation[sË;÷kj‰lèi∫Ân] 순환

function[f=\k∫Ân] 기능하다

muscle[m=sl] 근육

stay in shape 건강을유지하다

05 정답 ③

전문해석┃고대이집트사람들은역경의삶을살았다. 많은사람들에게잠자리에들기위해눕는것

은그들의머리를나무조각이나금속판에머리를두는것을의미했다. (B) 그당시그들은부드러

운베개가악마들이그들의잠자는몸을점령하는것을쉽게할수있다고믿었다. 그래서그들은악

령퇴치의필요성보다불편한휴식의성가심을선택했다. (C) 고대로마인들과그리스인들의독창

성과악명높은타락으로베개전쟁을즐거운일로바꾸었다. 이두문명은부드러운것이더낫다는

입장을취했고짚이나깃털위에그들의머리를뒀다. (A) 이생각은인기를얻었다. 부드러운베개

와쿠션은번영의신호가되었다. 세월이흐르면서, 베개는점점더푹신해졌고나무와금속의그이

집트버전은먼악몽이되었다.  

문제풀이┃이집트 사람들이 딱딱한 베개를 벤 이유를 설명하는 (B)가 이어지고 무엇이 베개를 변하게 했는

지에 대해 서술한 (C)가 나온 후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의 베개에 대한 접근법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A)

가 이어지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구문풀이┃ 6행 Back then / they believed / [soft pillows would make it easier / for demons

/ to possess their sleeping bodies].

hard-knock[h£;÷dn°k] 곤란 투

성이의, 역경만있는

rest[rest] (~에) 받치다[기대다]; 

얹는것, 받치는것

slab[slæb] (단단한물질로된) 판

catch on 인기를얻다

prosperity[pr°spèr‰ti] 번영, 번창

fluffy[fl=fi] 푹신한

demon[dí;m‰n] 악령, 악마

possess[p‰zès] 소유하다, 사로잡다

exorcism[èks∞;÷sìzÂm] 악령쫓기

ingenuity[ìnd,‰nΔù;‰ti] 독창성,

기발한재주

infamous[ínf‰m‰s] 악명높은

decadence[dèk‰dÂns] 타락, 퇴폐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

꾸다
진목적어

동사 목적어1 목적격보어1

(형용사)

help＋(to) 동사원형: ~하는것을돕다

목적격관계대명사절

접⃝~함에따라목적어2 목적격보어2

try＋to부정사: ~하려고노력하다 전치사by의목적어(동명사구)

(that)
∨

부사구(그당시에) believed의목적어(명사절) 가목적어 to possess 이하의
의미상주어

06 정답 ⑤

전문해석┃초록색의보석같은새인 tody(벌잡이부채새류의일종)는그것들을다른새들과빨리구

별되게하는특별한식습관을가지고있다. tody는긴부리로벌레를낚아챈다음횃대로돌아오는

데그과정에서편도로겨우 2미터를이동한다. 그것은그후온종일그일상을계속해서반복한다.

tody는활동하는시간동안수천마리의벌레를먹는게걸스러운식욕으로유명하다. 이작은새들

은항상충분한음식을찾기위해버둥거리며에너지를절약하기위한몇몇혁신적인방법을찾아

냈다. tody는번식을준비할때암컷만이러는것같기는하지만날씨가추울때에너지낭비를막

기위해활동적이지않은상태까지갈수있다. 

문제풀이┃암컷은번식을준비할때평소보다활동량이훨씬줄어든다고했다. 

gem-like[d,èmlaik] 보석같은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perch[p‰;÷t∫] 횃대

no more than 단지, 겨우

routine[ru;tí;n] 일상

incessantly[insèsÂntli] 쉴새없

이, 계속적으로

voracious[vo¨rèi∫‰s] 게걸스러운

appetite[®pitàit] 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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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1 ⑤ 02 ③ ▶본문 p.75

disease[dizí;z] 질병

suffer from ~으로고생하다

celebrated[sèl‰bréitid] 유명한

outbreak[áutbréik] 발생, 발발

cholera[k£l‰r‰] 콜레라

germ[d,‰;÷m] 병균

affect[‰fèkt] (병등이) 침범하다

remove[rimù;v] 제거하다

go away 사라지다

01 정답 ⑤

전문해석┃유행병학자들은질병으로고생하는사람들과그들의생활방식을관찰함으로써질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유명한 초기 유행병학자들 중 한 명은 영국 의사인 John Snow였다.

약 150년전에런던에서일하던그는콜레라를일으키는병균에대해알지못하는상태에서발병한

콜레라에맞서용케싸워냈다. 1854년콜레라가발발해있을때 Snow는그병에걸린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다. 그는 모든 콜레라 환자들이 Cambridge가와 Broad가의 모퉁이에 있는

펌프에서물을마셨다는것을알게되었다. Snow가그펌프를제거하자콜레라발생은빠르게사

라졌다. 

문제풀이┃①동사 try가뒤에 to부정사를취하면‘~하려고노력하다[애쓰다]’라는의미이다. 

② 주어는 of ~ epidemiologists의수식을받는 One이므로단수동사 was를쓴것은적절하다. 

③「manage＋to부정사」는‘용케~해내다’의의미이다.

④ 그 병에 의해‘침범[영향]을 받은’사람들을 인터뷰했다는 의미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구

가 people을수식하고있는것은적절하다.

⑤ found의 목적어로 관계대명사 what절이 오려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므로 절 내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데 ̀what 뒤의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따라서 what이 아니라

found의목적어역할을하는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that이와야한다.

02 정답 ③

전문해석┃수세기동안선원들은자신들과자신들의배를삼키려는소용돌이속에빨려들어갈수도

있다는두려움에사로잡혔다. 소용돌이는대립하는해류가만날때발생하며물이빠르게회전하도

록만든다. 바다에서의거대한소용돌이는일반적으로강력한조수에의해서발생한다. 가장유명한

소용돌이는 Maelstrom으로, 이것은노르웨이의해안인근에있는두개의섬사이에서나타난다.

때때로이소용돌이는작은배를난파시킬정도로충분히강력해질수있다. 또다른위험한소용돌이

는지중해에있는Charybdis이다. 고대그리스인들은괴물이이소용돌이를일으키고있다고믿었다.

문제풀이┃ (A) 5형식 동사 cause는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취한다.

(B)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선행사 the Maelstrom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음

을알수있다. 접속사 that은계속적용법으로쓰일수없으므로 which가적절하다. 

(C) become의보어역할을하는형용사가필요하므로 strong이적절하다. 

terror[tèr‰÷] 두려움, 공포

suck[s<k] 빨아들이다

whirlpool[hwÁ;÷lpú;l] 소용돌이

swallow[sw£lou] 삼키다

opposing[‰póuzi\] 대립하는

current[kÁ;r‰nt] 흐름;̀ 해류

tide[taid] 조수

at times 때때로

destroy[distr≤i] 파괴하다

구문풀이┃ 1행 Todies, / green and gem-like birds, / have a special type of feeding / that 

quickly distinguishes them / from other birds.

8행 Todies can descend into a state of not being active / when it is cold, / in
order to avoid wasting energy, / although it seems / that only the female 

does this, / when it is preparing for breeding.

struggle[str=gl] 버둥거리다, 

발버둥을치다

come up with (안등을) 내놓다, 

생각해내다

innovative[íno¨véitiv] 혁신적인

descend into ~로서서히빠져들다

breeding[brí;di\] 번식avoid의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 descends into ~ active 

목적어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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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 47

정답과해설

해석 ┃●저기에있는여자는내여동생이다. / 그들은돈이부족해졌다. / 그는그결과에기쁜것

같아보였다. / 내취미는수영하는것이다. / 그차는고장난것같아보인다. / 그녀는젊은

여성처럼느꼈다. / 문제는언제떠나느냐이다. / 문제는내가공부를하지않았다는것이다.

●당신도나도비난받아서는안된다. / 비행기는 6시에도착할예정이다. / 당신이나와결

혼하고자한다면, 일자리를얻으세요. / 어둠속에서아무것도볼수없었다. / 그들은결코

다시만날수없는운명이었다.

구문 up

1 Money / is [to make people free], / but they / gradually get / [to be a slave to it].

돈은 / ~이다 / 사람을자유롭게만드는것 / 그러나그들은 / 점차~가된다 / 그것의노예가되는것

2 In order to help the poor, / all you have to do / seems / to volunteer.

가난한이들을돕기위해서 / 네가해야하는일은 / ~인것같아보인다 / 자원봉사를하는것

` 1 Its hunting technique / is / [not to pursue its victim, / but to wait for it].

그것의사냥하는기술은 / ~이다 / 먹잇감을뒤쫓는것이아니라 / 그것을기다리는것

2 A common mistake / in talking to celebrities / is / [assuming / [that they don’t know much 

about anything else / except their occupations]].
흔한실수는 / 명사와이야기를나눌때의 / ~이다 / 가정하는것 / 그들이그밖의그어떤것에대해많은것을알지

못한다고 / 그들의직업을제외한

주어1 주격보어(to부정사) 주격보어(to부정사)주어2 = money

in order to＋동사원형: ~하기위해 주격보어(to부정사)

정답┃ 1. to make people free, to be a slave to it / 돈이란사람을자유롭게만드는것이지

만, 사람들은점차그것의노예가된다.  2. to volunteer / 가난한이들을돕기위해서, 네가해야

하는것은자원봉사를하는것같아보인다. 1. to wait / 그것의사냥하는기술은먹잇감을뒤

쫓는것이아니라먹잇감을기다리는것이다.  2. assuming / 명사(名士)들과이야기할때의흔한실

수는그들이자신의직업을제외한다른그어떤것에대해서는잘알지못한다고가정하는것이다. 

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Unit
05

to부정사, 동명사형태의주격보어 ▶본문 p.761

구문적용 training gradually[gr®d,u‰li] 차차, 서서히

slave[sleiv] 노예

pursue[p‰÷sù;] 뒤쫓다

victim[víktim] 희생자; 먹잇감

celebrity[s‰lèbr‰ti] 유명인사, 

명사

assume[‰sΔù;m] 가정하다

occupation[¢kj‰pèi∫Ân] 직업

해석 ┃●문제는그는오직자기자신만생각한다는것이다. ●̀요점은사람들이이책들을읽을

것인지어떤지이다. ●̀훌륭한예절은인간을동물과구별되게해주는것이다. ●̀그것

이그녀의얼굴전체에있는주름들이그렇게깊은이유이다.

명사절형태의주격보어 ▶본문 p.772
구문 up

주어 주격보어(to부정사) 주격보어(to부정사)

not A but B: A가아니라B인

주격보어(동명사) assuming의목적어인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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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정답과해설

정답┃ 1. that people always used to ask him what he looked so worried about / 그를

가장걱정시켰던것은사람들이항상그에게무엇에관해그리걱정하는듯이보이냐고묻곤했던

것이었다.  2.whether a millionaire’s wealth arose as part of a system that works to the
benefit of the least well off / 물어야할질문은어떤백만장자의부가가장부유하지않은사람

들의이익을위해작동하는제도의일부분으로서생겨났느냐어떠냐하는것이다. 1. that / 많
은전문가들은현대사회의문제는사람들이자유시간을갖는것을참지못한다는것이라고말한

다.  2.what / 우리형은군복무를마쳤기때문에예전의그가아니다.

구문적용 training

1 The thing [that used to worry him most] / was [that people always used to ask him / what he

looked so worried about].

그를가장걱정시켰던것은/ 사람들이항상그에게묻곤했던것이었다/ 그가무엇에관해그리걱정하는듯이보이냐고

2 The question to ask / is [whether a millionaire’s wealth arose / as part of a system / that 

works / to the benefit of the least well off].
물어야할질문은 / 어떤백만장자의부가생겨났느냐어떠냐하는것이다 / 제도의일부분으로서 / 작동하는 / 가장부

유하지않은사람들의이익을위해

` 1 Many experts say / [that the trouble in contemporary society / is that people can’t stand having

free time]. 
많은전문가들은말한다 / 현대사회의문제는 / 사람들이자유시간을갖는것을참지못한다는것이라고

2 Since my brother finished his military service, / he has not been what he used to be.

우리형은군복무를마쳤기때문에 / 예전의그가아니다

주어

주어

say의목적어(that절)     that절의주어

~이기때문에(이유) 주어 주격보어(what절)

주격보어(that절)

형용사적용법 주격보어(whether절: ~인지어떤지) ~의일부분으로서 that의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what절)

주격보어(that절)주격관계대명사절

used to＋동사원형: ~하곤했다

정답 01④ 02⑤

▶본문 p.78Reading Application

flourish[flÁ;ri∫] 번성[번영]하다

reproduce[rì;pr‰djù;s]재상연하다

entertain[ént‰÷tèin] 즐겁게하다

outstanding[àutst®ndi\]

현저한, 뛰어난

theatrical[^i®trikÂl] 연극의

01 정답 ④

전문해석┃영화는 1865년에프랑스에서시작되었고주된관심이무대연극을재상연하는데있었

던그곳과유럽의다른지역에서번성했다. 사실, 유명한배우들은초기영화가무성이었음에도불

구하고 대본의 모든 대사를 전달했다. 미국에서의 영화 제작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미국의영화제작자들은뛰어난연극공연을보존하기보다는관객들을즐겁게하는것을추구했다.

그러한관객을얻기위한경쟁으로, 그들은영화적혁신, 외설적인유머, 그리고흥미로운볼거리들

에기대를걸었다. 

millionaire[mìlj‰n¬‰÷] 백만장자

well off 부유한, 잘사는

contemporary[k‰ntèmp‰réri]

현대의

military service 병역,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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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 49

정답과해설

문제풀이┃미국의 영화 제작자들은 연극 공연을 보존하기보다는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했

으므로④가글의내용과일치한다.

오답풀이┃①초기유럽영화는무대연극을재생산하는데관심이있었다. 

② 초기무성영화에서유명배우들은대본의모든대사를전달했다.

③ 미국과유럽의영화제작시기는거의비슷했다.

⑤ 미국영화계는관객확보를위해영화적혁신, 외설적인유머, 흥미로운볼거리에힘썼다.

performance[p‰÷f≤;÷m‰ns]

상연, 공연

competition[k¢mpití∫Ân] 경쟁

look to ~에기대를걸다

innovation[ìn‰vèi∫Ân] 혁신

broad[br∞;d]외설적인

spectacle[spèkt‰kl] 구경거리

02 정답 ⑤

전문해석┃타인을통제하거나변화시키려는당신의시도로가장많이영향받는관계는아마도당

신자신과의관계이다. 타인과의관계에서자신을드러내지않는것은그들을통제하려고하는궁

극적인방법이라고잘못생각되고있다. 만약당신이그들에게당신의감정이어떤지, 무엇을원하

는지, 그리고어떻게생각하는지를말하지않는다면그들은아마당신을좋아하게될것이다. 만약

당신이그들이원하는사람이된다면, 당신이평지풍파를일으키지않는다면, 그리고당신의권력

을소유하지않는다면, 그들은당신을좋아할것이다. 그러고나서당신은당신이그관계의진로를

통제할수있기를희망한다. 그러나이모든것은환상이다. 슬픈것은당신이자신이누구인지를드

러내지않는다면, 당신의관계들은피상적이된다는것이며, 그리고당신의진짜자아는어찌되었

건간에반드시천천히드러나게되어있다는것이다. 그때가되면, 당신자신을사랑하고돌보는것

을멈춘결과로써, 당신은분개하고, 불만에차있고, 외롭다고느낄것이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의 it does는 ⑤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your real self emerges를 의미하므로

주어진문장은글의마지막에오는것이가장적절하다. 

resentful[rizèntf‰l] 분개하는

reveal[riví;l] 드러내다

ultimate[=lt‰mit] 궁극적인

rock the boat 평지풍파를일으키다

illusion[ilù;,Ân] 착각, 환상

grievous[grí;v‰s] 슬픈, 비통한

superficial[sú;p‰÷fí∫Âl] 피상적인

be bound to-v 반드시~하다

emerge[imÁ;÷d,] 모습을드러내다

명사와형용사형태의목적격보어 ▶본문 p.803

saucepan[s≤;sp©n] 스튜냄비

deed[di;d] 행위, 행동

theory[^í(;)‰ri] 이론

physics[fíziks] 물리학

physicist[fízisist] 물리학자

정답┃ 1. 목적격보어 / Anna는그녀의남편을훌륭한음악가라고생각한다.  2. (직접)목적어 /

그녀는결혼선물로우리에게스튜냄비세트를주었다.  3.목적격보어/ 너는그를네친구라고생

각하니? 1. the prisoner / 그러한행동은자승자박하는것과같을것이다.  2. interesting /

아리스토텔레스는오늘날의물리학자들도재미있어하는물리학의전체이론을발전시켰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는내게좋은그림을찾아주었다. / 그녀는내게목걸이를만들어주었다. `

●그는그것이좋은그림이라는것을알았다. / 그녀는나를예술가로만들었다.

구문 up

1 Anna thinks / her husband / a great musician.

Anna는생각한다 / 그녀의남편을 / 훌륭한음악가로

2 She gave / us / a set of saucepans / as a wedding present.

그녀는주었다 / 우리에게 / 스튜냄비세트를 / 결혼선물로

목적어 목적격보어(her husband= a great musician)

직접목적어(us≠ a set of saucepans)간접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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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답과해설

정답┃ 1. to believe it / 터무니없는이야기를하는사람은청중이그것을믿을거라고기대하

지않는다.  2. to realize that as you get older, giving love is even more important than
receiving it / 나는네가나이를먹어가면서사랑을주는것이받는것보다훨씬더중요하다는것

을깨닫기바란다.  3. not to let their children play outside in the sun / 이기사의목적은자

녀들이햇빛이있는밖에서놀게두지말라고부모님들을설득하는것이다. 1. to be / 하지만

최근의연구는이러한믿음이그릇된것임을증명했다.  2. to understand / 아버지는내가다른

누구와도다르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를이해하도록장려하셨다.  3. to marry / 만약

당신아들이정말로원한다면남자와결혼하도록허락하시겠습니까?

구문적용 training

to부정사형태의목적격보어 ▶본문 p.814

tall[t∞;l] (말·이야기 등이) 있을 법

하지않은

audience[≤;di‰ns] 청중, 관중

article[£;÷tikl] 기사

3 Do you consider / him / a friend of yours?

너는생각하니 / 그를 / 너의친구로

` 1 Such an act / would make him / the prisoner of his own deed.

그러한행위는 / 그를만들것이다 / 자신의행위의포로로

2 Aristotle developed / an entire theory of physics / [that physicists today find interesting].

아리스토텔레스는발전시켰다 / 물리학의전체이론을 / 오늘날의물리학자들이재미있게여기는

목적격보어(him= a friend of yours)목적어

make＋목적어＋목적격보어(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that 동사 목적격보어(형용사)

1 The teller of the tall tale / doesn’t expect / the audience to believe it.

터무니없는이야기를말하는사람은 / 기대하지않는다 / 청중이그것을믿을거라고

2 I want / you to realize / [that as you get older, / giving love is even more important / than 

receiving it].

나는바란다 / 네가깨닫기를 / 네가나이를먹어가면서 / 사랑을주는것이훨씬더중요하다는것을 / 그것을받는것

보다

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 is [to persuade / parents [not to let / their children play / outside

in the sun]]. 
이기사의목적은 / 설득하는것이다 / 부모님들이두지않도록 / 그들의아이들이놀게 / 햇빛이있는밖에서

` 1 Recent studies, however, / have proved / this belief to be false. 

하지만최근의연구는 / 증명했다 / 이러한믿음이그릇된것임을

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realize의목적어(that절)

= love

비교급강조부사

목적어 목적격보어(to부정사)형용사구

persuade의

목적어

목적격보어

(to부정사)

주격보어

let의목적어 목적격보어

(동사원형)

prove＋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이)라고증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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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 51

정답과해설

04 정답 ⑤

전문해석┃나는때때로혼잡한거리를보면서‘100년후에우리는모두죽을거야’라고생각한다.

어쩌면이와똑같은거리에서 100년전에어떤다른여자가똑같은것을생각했을지도모른다. 그

러나아마나처럼그녀는사랑은생식력이있어서다음세대에도살아남아우리가우리학생, 자식,

친구들에게주입하는사랑이라는습관들속에서전해진다는생각으로자신을위로했을것이다. 돌

아가신우리엄마의반지가내손가락에있고내속에있는엄마의말은아직도내딸이집을나설

때마다“조심해라”라고딸에게말하라고나를재촉하고있다. 우리할아버지의무뚝뚝한빈정거림

은아버지와나에게살아남아있어서할아버지는실제로돌아가신것이아니다. 우리딸이십자수

를할때, 바느질에대한내애착이딸안에살아남아있다.

문제풀이┃개인은 언젠가 죽지만 사랑, 염려, 애정 등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 계속된

다는내용의글이므로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⑤‘대를이은삶의계승’이다. 

① 진정한사랑의필요성 ②혼자사는것의한계

③습관을바꾸는것의어려움 ④가족들간의사랑의중요성

console[k‰nsóul] 위로하다

generative[d,èn‰r‰tiv] 발생의,

생성적인

inculcate[ink=lkeit] 가르치다,

주입하다

pupil[pjù;pÂl] 학생

gruff sarcasm 무뚝뚝한빈정거림

03 정답 ③

전문해석┃수년동안사람들은추운날씨때문에감기에걸리는것은사실이아니라고말해왔다. 그

러나오늘날과학자들이추운날씨는사람들로하여금감기에걸리게할수있다는것을알아냈다.

영국에있는 Cold Center의 Ronald Eccles 박사는그의연구에서 180명의지원자를대상으로

연구했다. 지원자중절반은아주차가운물에 20분동안발을담그고있었던반면에나머지사람들

은그들의발을건조하게유지했다. 그는양말을신고있던사람들중 9%가감기에걸린것에비해

발을차가운물속에담갔던사람들중에 30%가 5일이내에감기에걸렸다는것을알아냈다. 그러

므로그는감기를피하기위해서는모자를쓰고발을건조하게유지할것을권하고있다. 

문제풀이┃주어진문장은실험조건에대해설명하고있으므로실험결과를기술하는문장앞인③에와야한다.

정답 03③ 04⑤

▶본문 p.82Reading Application

volunteer[v¢l‰ntí‰÷] 지원자

freezing[frí;zi\] 몹시추운

compare[k‰mp¬‰÷] 비교하다, 

견주다

2 Father encouraged / me to understand / what it means / to be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아버지는장려하셨다 / 내가이해하도록 / 무엇을의미하는지를 / 다른어느누구와도다르다는것이

3 Would you allow / your son to marry a man / if he really wanted to?

당신은허락하시겠습니까 / 당신의아들이남자와결혼하도록 / 만약그가정말로원한다면

주절(의문문: 과거형조동사＋주어＋동사원형~) └ allow＋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도록허락하다

encourage＋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도록격려하다[장려하다]

┌ if절(if＋주어＋과거형동사) <가정법과거> 

원형부정사형태의목적격보어 ▶본문 p.845

해석 ┃●무엇이네가여기에오는것을어렵게했니? ●̀나는그녀가혼자서밤에거기에가는

것은위험하다고생각한다. ●̀우리는당신이동의하리라는것을당연하게여겼다.

구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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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답과해설

1 Watch / the sun set below the horizon, / and feel / the wind touch you tenderly.

지켜보라 / 해가수평선아래로지는것을 / 그리고느껴라 / 저녁바람이당신을부드럽게만지는것을

2 Our job as parents / is [to help / our children face and cope with the problem successfully].

부모로서의우리의일은 / 돕는것이다 / 우리의아이들이문제에직면하여성공적으로대처하도록

3 Each of us has imperfections / [that make / us live a different life from anyone else’s].

우리들각자는불완전한것들을지니고있다 / 만드는 / 우리가다른어떤사람의것과다른삶을살게

` 1 I have heard / tens of thousands of voices describe / [what they wish for], / [what they 

struggle with], / and [what they want to know].

나는들어왔다 / 수많은목소리들이묘사하는것을 / 자신들이원하는것을 / 싸우고있는것을 / 그리고알기원하는

것을

2 I think / zoos should let / their animals roam around / as freely as possible.

나는생각한다 / 동물원이둬야한다고 / 동물들이돌아다니도록 / 가능한한자유롭게

3 Nobody in the house noticed / a stray dog sneak / into the room / last night.

그집에있는누구도알아차리지못했다 / 길잃은개한마리가살그머니들어온것을 / 그방으로 / 어젯밤에

명령문1(지각동사) 목적격보어목적어

that의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절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보어

describe의목적어1목적격보어 목적어2

목적어3

목적어 목적격보어단수취급

명령문2 목적어 목적격보어

정답┃ 1. set below the horizon, touch you tenderly / 해가수평선아래로지는것을지켜

보고, 바람이 당신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느끼시오.  2. face and cope with the problem
successfully / 부모로서우리의일은자녀들이문제에직면하여성공적으로대처하도록돕는것

이다.  3. live a different life from anyone else’s / 우리들각자는우리가다른어떤사람의것

과다른삶을살게만드는불완전한것들을지니고있다. 1. describe / 나는수많은목소리들

이자신들이원하는것, 싸우고있는것, 알기원하는것을묘사하는소리를들어왔다.  2. roam /

나는동물원은동물들이가능한자유롭게돌아다니게둬야한다고생각한다.  3. sneak / 그 집에

있는누구도길잃은개한마리가어젯밤그방으로살그머니들어온것을알아차리지못했다.

구문적용 training

목적어~로서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목적어 목적격보어 as＋부사＋as possible:가능한한~하게

해석 ┃●그녀는아기가울음을멈추게하는방법을알고있는것처럼보인다. ●̀나는내고양이

에게통조림사료를먹게했다. ●̀나는이번주말까지이기사를끝내려고노력중이다./

내사진들을인화하는데일주일이걸렸다.

분사형태의목적격보어 ▶본문 p.856
구문 up

horizon[h‰ráizÂn] 수평선, 지평선

tenderly[tènd‰÷li] 부드럽게, 친절

하게

cope with ~에대처하다

imperfection[ìmp‰÷fèk∫Ân]

불완전함, 결함

struggle[str=gÂl] 투쟁하다, 싸우다

roam[roum] 돌아다니다

stray[strei] 길을잃은, 주인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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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 53

정답과해설

정답┃ 1. walking past / 나는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2. hit suddenly
by a pillow / 겨울에찬물로샤워하는것은갑자기당신의머리가베개로맞는것과같다.  

3. covered with snow / 나는산이눈으로덮인것을발견했다. 1. combed / 나는머리를

빗으려고애쓰고있었는데그의캐묻는질문들에대해불편함을느끼기시작했다.  2. to agree /

당신이그에게그조건들에대해동의하게할수있다면, 우리의거래는성사된것이다.  3. broken
/ 야구를하다가David는코가부러졌다.

구문적용 training

1 I sit by the window / and watch people walking past.

나는창가에앉는다 / 그리고사람들이지나가는것을본다

2 Taking a cold shower in winter / is like having your head hit suddenly / by a pillow.

겨울에찬물로샤워하는것은 / 마치당신의머리가갑자기맞는것과같다 / 베개로

3 I found the mountain covered / with snow. 

나는산이덮인것을발견했다 / 눈으로

` 1 I was trying to get my hair combed / and beginning to feel uncomfortable / about his probing 

questions. 
나는머리를빗으려고애쓰고있었다 / 그리고불편함을느끼기시작하고있었다 / 그의캐묻는질문들에대해

2 If you can get him to agree / to those terms, / then we’ve got ourselves a deal. 

당신이그에게동의하게할수있다면 / 그러한조건에 / 그러면우리는거래가성사된것이다

3 While playing baseball, / David had his nose broken. 

야구를하는동안에 / David는코가부러졌다

목적어 목적격보어(능동의관계)지각동사

주어(동명사구)

동사1(과거진행형) get＋목적어＋목적격보어(수동의관계) 동사2̀(was에걸림) feel의보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수동의관계)

get＋목적어＋목적격보어(사역) get＋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에게~을얻어주다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수동의관계)

목적어 목적격보어(수동의관계)

05 정답 ③

전문해석┃나는매우어렸었고처음으로우리부모님은내가그들없이외출하게허락하셨다. 내친

구들과나는무대가까이에있는좋은자리를얻었다. 우리는우리자리에가기위해수많은사람들

을밀쳐내야했다. 우리가앉았을때불빛이희미해지고관객은조용해졌다. 그때빛이번쩍하며밴

드가무대위로돌진하듯올라왔다. 기타소리가울려퍼졌고드럼은요란한소리를냈다. 음악소리

에귀청이터질것같이컸다! 모두가소리를지르며춤을추기시작했다. 우리는밤새앉아있지않

정답 05③ 06③

▶본문 p.86Reading Application

dim[dim] 희미해지다

rush[r<∫] 돌진하다

crash[kræ∫] 요란한소리를내다

deafening[dèfÂni\] 귀청이 찢기

는듯한

ache[eik] 아프다, 쑤시다

pillow[pílou] 베개

probing[próubi\] 캐묻는, 속을

캐보는

term[t‰;÷m] <-s> 조건

deal[di;l]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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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답과해설

06 정답 ③

전문해석┃어떤사람들은타조는겁이나거나위협을느낄때, 모래속에자신의머리를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단지착시현상일뿐이다! 타조는현존하는가장큰새지만머리는상당히

작다. 당신이타조가땅을쪼고있는것을멀리서본다면, 그것은마치타조의머리가땅에묻혀있

는것처럼보일수도있다. 타조는모래에머리를묻지않는데, 그러면타조는숨을쉬지못할것이

다! 하지만타조는알을위한둥지로사용하기위해정말로땅에구멍을판다. 하루에여러번씩, 타

조는구멍에머리를넣고알을뒤집어준다. 그래서그것은마치이새가모래속에자신의머리를묻

고있는것처럼보이는것이다! 

문제풀이┃타조가 땅을 쪼아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속에 알을 넣어 수시로 알을 움직여 주는 행동이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작아서 모래 속에 머리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글로 빈칸에 가장

적절한말은‘착시현상’이다. 

① 지켜지기어려운비밀 ②재미있는진실 ④치명적인실수 ⑤믿기어려운전통

bury[bèri] (파)묻다

threatened[^rètÂnd] 위협을느

끼는

pick at ~을쪼다

from a distance 멀리서

breathe[bri;"] 숨쉬다

nest[nest] 둥지

01 정답 ④

전문해석┃어떤것이운명적인지아닌지를아는것이쉽지않은것과꼭마찬가지로어떤특별한사

건이실제로당신에게좋은지나쁜지를아는것또한쉽지않다. 어떤농부의마당으로헤매다들어

온한마리말에대한중국고사가있다. 이웃사람들은공짜말을얻은농부의행운에대해찬사를

보낸다. 농부는“두고봅시다.”라고말할뿐이다. 그러다가농부의아들이말에오르려다떨어져서

다리가부러진다. 이웃사람들이농부에게위로를표하지만농부는“두고봅시다.”라고말한다. 그

러다 황제의 군대가 마을에 와서 청년들을 야만족에 대한 공격을 위해 군대로 징발하지만 다행히

아들은다리가부러져서갈수없다. 이웃들이다시그것을행운이라고목소리를높일때, 농부의반

응은다시“두고봅시다.”이다.

문제풀이┃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이 글의 요지로 가

장적절한것은④‘무슨일이일어날지알수없다.’이다.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③ 마차를 말 앞에 놓지 말라(일의 선후를 바

꾸지말라).  ⑤ 늙은개에게새로운재주를가르치기어렵다(노인에게는새로운기술을가르치기힘들다).

구문풀이┃ 1행 Just as it is not easy / to know / [whether something is fated or not], / it 

is also not easy / to know / [if a particular event is actually good or bad
for you].

9행 When the neighbors again proclaim that to be a good fate, ~.

fate[feit] 운명; 운명짓다

particular[p‰÷tíkj‰l‰÷] 특정한

wander[w£nd‰÷] 돌아다니다

compliment[k£mpl‰m‰nt]

찬사를보내다

obtain[‰btèin] 얻다

mount[maunt] 오르다

commiserate[k‰míz‰réit]

위로를표하다

troop[tru;p] 군대, 병력

barbarian[b°;÷b¬Âri‰n] 야만인

proclaim[pro¨klèim] 선언하다

정답 01④ 02⑤ 03② 04③ 05④ 06④

▶본문 p.88Test실전Unit
05

았다. 다음날아침다리가쑤시고목이아팠지만나는신경쓰지않았다. 나는처음으로록콘서트

에갔던것이잊을수없는경험이었다고생각했다.

문제풀이┃친구들끼리처음으로콘서트에가서느꼈던③‘흥분된’감정을표현하고있는글이다. 

① 무서운 ②초조한 ④희망이없는 ⑤실망한

throat[^rout] 목구멍, 목

sore[s∞;÷] 따가운

unforgettable[>nf‰÷gèt‰bl]

잊을수없는, 잊지못할

just as ~, ...: ~와꼭마찬가지로…하다

가주어

know의목적어인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if)

목적어목적격보어(to be 생략가능) 

진주어(to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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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Reading Skill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that, if, whether, what의쓰임과해석

that은‘~라는것’으로해석하며사실을나타내고, if와 whether는‘~인지어떤지’라고해석하며의문이나의심을나타낸다. what은‘~하는것’으로

해석하며, 관계대명사이므로뒤에오는절에주어나목적어등의주요성분이생략되어있다. that, whether, what이이끄는절은문장의주어, 목적어,

보어로사용가능하지만, if가이끄는절은목적어로만쓰일수있음에유의한다.

Reading Skill

●「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의문장구조를취하는동사들의쓰임을익혀두자

to부정사를목적격보어로취하는동사가보이면,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확인하고, 그 사이의어구들은목적어로묶어문장의구조를정리한다. 목적어

와 to부정사를「주어-서술어」의관계로파악하고해석한다.

02 정답 ⑤

전문해석┃인류는늘시간의흐름에따라자신의삶을조직해왔다. (C) 초창기의사냥꾼들은낮시

간동안사냥을해야했다. 농업이발달했을때, 농부들이알맞은시기에작물을심기위해계절을

이해하는것이중요했다. (B) 오래전에, 사람들은태양의움직임이그들로하여금하루의시간을

인식하게해준다는것을깨달았다. 그들은또한달의움직임이규칙적이라서대략한달의측정치

를제공하는데사용될수있다는것을깨달았다. (A) 현대의삶은시간에의해훨씬많이지배받고

있고, 그래서우리는지금하루의매초를측정하기위해고도로정밀한시계에의존하고있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 인류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을 조직 → (C) 예로 제시된 초기의 사냥꾼들의

생활과 농경을 위한 시간 측정의 필요성 → (B) 해와 달의 움직임을 이용하던 과거 → (A) 정확한 시계를 사

용하는현재

구문풀이┃ 4행 ~ the movement of the Sun / allowed them to recognize the time of day. 

organize[≤;÷g‰nàiz] 조직하다, 

구성하다

govern[g=v‰÷n] 지배하다

depend on ~에의존하다

accurate[®kj‰rit] 정밀한, 정확한

measure[mè,‰÷] 측정하다

recognize[rèk‰gnàiz] 인식하다

regular[règj‰l‰÷] 규칙적인

roughly[r=fli] 대략

03 정답 ②

전문해석┃현대의학은질병에대한과학적인연구와그것들을치료하기위한약물에기반하고있

다. 반면에, 대체의학은과학적으로검증될수는없지만많은사람들에게안도감을제공하는것처

럼보이는다른이론들에근거를두고있다. 침술은그러한의학의한종류인데, 여기서는침이수천

년전에중국에서개발된지침에따라몸으로주입된다. 대체의학의다른형태에는마사지나한방

치료가있다. 대체의학이효과가있는것처럼보이는이유는마음이몸의작동방식을아주자주통

제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사람들은대체의학기술을실험하기전에전통적인의학

(현대의학)을시도한다.

문제풀이┃ (A)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현대 의학과 대체 의학에 관한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역접의연결어 On the other hand가가장적절하다. 

(B) 대체 의학의 형태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학(현대 의

학)을 먼저시도한다는내용을연결하고있으므로역접의연결어(However)가 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6행 The reason ~ to work / is [that the mind can very often control the way

the body works].

medicine[mèdisin] 의학, 의술

treat[tri;t] 치료하다

provable[prù;v‰bl] 입증[증명]할

수있는

relief[rilí;f] 안심, 안도

needle[ní;dl] 바늘;̀ 침

insert[insÁ;÷t] 주입하다

herbal remedy 한방치료

work[w‰;÷k] 효과가있다

conventional[k‰nvèn∫‰nÂl]

전통적인, 재래식의

experiment[ekspèr‰mént]

실험하다

주어 allow＋목적어＋목적격보어(to부정사): ~가…하도록허락하다

주어 주격보어인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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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답 ③

전문해석┃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억들이 형성되는 방식에 대한 원리에 동의한다. 직물로 짜여지는

실처럼기억할수있는새로운경험들은본질적으로뉴런간의연결을강화시킨다. 당신은망각이

기억의반대즉, 기억이사라질때까지그연결이점차약해지는단순한문제라고합리적으로생각

할지도모른다. 그러나과학자들이발견하기시작함에따라그것에는그보다훨씬더많은것이있

다. 만일당신이아침으로먹은것을기억하지못한다면그것은아마도당신의뇌가그정보를암호

화하기위해애쓰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두뇌는자연적으로원하지않는정보를억누른다는증

거가있다. 적어도몇몇경우에서망각은쇠퇴의과정일뿐만아니라오히려능동적인억제의과정

이기도하다.

문제풀이┃망각은뉴런간의연결이약해져서생기는문제일뿐만아니라두뇌가원하지않는정보를억눌러

생기는현상이기도하다는내용의글로빈칸에는③‘̀능동적인억제의과정’이가장적절하다.

① (암호) 해독의방법 ②자연스런노화의과정 ④기억의반대과정 ⑤방어기제의한종류

구문풀이┃ 3행 You might reasonably expect / forgetting to be the reverse of remembering,

/ [a simple matter of the connections [gradually weakening / until 

memories vanish]].

thread[^red] 실

weave[wi;v] 짜다, 엮다

(-wove-woven)

strengthen[strè\k^Ân]강화시키다

reverse[rivÁ;÷s] 반대

weaken[wí;kÂn] 약해지다

vanish[v®ni∫] 사라지다

encode[inkóud] (정보 등을) 암호

화하다(↔ decode)

suppress[s‰près] 억누르다

decay[dikèi] 쇠퇴, 소멸

목적어

the reverse of remembering과동격 동명사(weakening)의

의미상주어

동명사구

목적격보어(to부정사)

~할때까지

05 정답 ④

전문해석┃우리의환경이더풍성하고더자극을주는것일수록우리는새로운기술을배우고우리

의지식을확장하도록더많이고무된다고느낀다. 그러한배움은우리의면역체계를끌어올리는

부수효과를내는것처럼보인다. 한동물연구는지적으로자극적인환경이납중독의파괴적인결

과를보상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두집단의쥐들에게납으로오염된물이주어졌다. 한집단

은자극적인환경에, 다른집단은그렇지않게놓여졌다. 중독을견딜수있는쥐의능력에끼친교

육적으로자극적인환경의엄청나게큰보호적영향은놀라웠다. 덜 자극적인환경에처한쥐들은

납중독의영향을잘견뎌내지못했다.

문제풀이┃빈칸 뒤에 교육적으로 자극적인 환경 덕분에 쥐들이 납 중독의 영향을 잘 견딜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우리의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우리의식욕을증가시키는것 ②우리가행복하다고느끼게만드는것

③동물들을더활동적이게만드는것 ⑤생물의건강을악화시키는것

구문풀이┃ 1행 The richer and more stimulating our environment, / the more 

encouraged we feel to learn new skills and expand our knowledge.

stimulating[stímj‰léiti\] 자극적

인

compensate for ~을보상하다

contaminated[k‰nt®m‰néitid]

오염된

lead[li;d] 납

magnitude[m®gn‰tΔú;d] 크기

withstand[wi"st®nd] 견디다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할수록점점더…하다

06 정답 ④

전문해석┃어떤사람들은타인에게자기가정말로원하는것을말하는것이그꿈에불운을가져온

다는믿음에집착한다. 그러나정반대가더자주사실이다. 당신의바람, 희망, 꿈들을그것들을성

취하는데당신에게필요한지지와격려를얻기위해공유하라. 경주전에운동선수는자신이어떻

게모든장애물을넘고결승선을통과할지마음속에그려본다. 그가운동을시각화한결과로승리

하지못할지도모른지만, 자신에게자신의잠재력을발휘할수있는더좋은기회를주게되는데, 당

신도당신의희망을타인과공유할때그럴것이다. 당신의가장깊은희망을공유하는것은당신을

hold on to ~에매달리다[의지하다]

jinx[d,i\s] ~에게불운을가져오다

fulfill[fulfíl] 성취하다

visualize[ví,u‰làiz] 마음에 생생

히그리다

potential[po¨tèn∫Âl] 잠재적인;

가능성이있는

컨셉(구문독해)_해_Unit04~05-ok  2013.11.29 9:8 PM  페이지56   SinsagoHitec 



Unit 05문장을완전하게만드는보어의역할 57

정답과해설

상처입기쉽다고느끼게만들수있지만, 당신의상처입기쉬움을공유하는것은또한친밀감을증

가시키고타인과의관계를깊게한다.

문제풀이┃However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장이 필자의 핵심 주장이다. 즉 첫 번째 문장의 반대 내용에 해

당하는④‘자신의꿈과바람을타인과공유하라’가이글의요지로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6행 ~, but he gives himself a better chance / of exerting his potential, / and  

so will you, / as you share your hopes with others. 

7행 Sharing your deepest hopes can make you feel vulnerable, ~.

vulnerable[v=lnÂr‰bÂl] 상처입

기쉬운

intimacy[ínt‰m‰si] 친밀성

so＋조동사＋주어: 주어도역시그러하다

make＋목적어＋원형부정사: ~가…하게만들다

동격의of

정답 01 ④ 02 ③ ▶본문 p.91

terminally[tÁ;÷m‰nÂli] 말기에

house[hauz] ~을보관[수용]하다

hasten[hèisÂn] 재촉하다

postpone[poustpóun] 연기하다

supportive[s‰p≤;÷tiv] 지지하는

volunteer[v¢l‰ntí‰÷] 자원봉사자

surrounding[s‰ráundi\]

<-s> 환경

resident[rèzidÂnt] 거주자

01 정답 ④

전문해석┃호스피스는말기환자들을위한특별프로그램이다. 호스피스는의학센터내에있을수

도있지만독립적으로존재할수도있다. 호스피스간호는죽음을재촉하지도미루지도않는다. 간

단히말해서, 호스피스의목표는죽어가는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하는것이다. 훈련받은직원들,

격려해주는자원봉사자들, 쾌적한환경, 공동체의식모두가환자들이죽음에대한불안감에대처

하도록돕는다. 친척들과친구들, 심지어애완동물들도모두언제든지호스피스에거주하는사람을

방문하도록허용된다. 호스피스에있는환자들은의학치료와약물사용에관해스스로결정을내

린다. 

문제풀이┃① 주어가 무생물이고 호스피스가 의학 센터 내에 위치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be동사＋p.p.」

형태인수동태를써야한다.

②「neither A nor B」구문은‘A도 B도아니다’의의미이다. A와 B는문법적으로같은요소여야한다.

③ to put it simply 또는 simply put은‘간단히말해서’의의미이다. 

④ help는목적격보어로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쓴다. (coping → (to) cope)

⑤「allow＋목적어＋to부정사」의수동형은「be allowed＋to부정사」이다.

02 정답 ③

전문해석┃자고있는동안에는차가운공기가당신에게나쁠까? 그럴수있다. 신체는수면하는동

안느슨해지고, 심장은덜빠르게뛰며, 혈압, 맥박, 호흡속도모두가떨어진다. 열린창문으로들

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속도가 느려진 우리의 신체가 몸의 열을 보유하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더어렵게만든다. 아주추운기온일때의열린창문은습도문제도일으킬수있다. 공기가차

가우면공기는적은양의수증기만을함유한다. 그렇게아주차가운공기가방으로흘러들어오면

그것은습도수치가떨어지게한다. 그리고이것은기도(氣道)에불편함을준다.

문제풀이┃ (A) 문장의 주어는 through open windows의 수식을 받는 Cold air이므로, 동사는 makes

가알맞다.

(B) makes 뒤에 오는 it이 가목적어이므로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to retain

이맞다. for our slowed-down systems는 to부정사의의미상주어이다. 

(C) 동사 cause는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갖는다. 「cause＋목적어＋to부정사」로쓰이면‘~가…하게하

다’라는사역의의미를갖는다.

fresh[fre∫] 차가운

beat[bi;t] (심장이) 고동치다

blood pressure 혈압

pulse[p<ls] 맥박

decline[dikláin] 떨어지다

retain[ritèin] 보유하다

proper[pr£p‰÷] 적당한

temperature[tèmpÂr‰t∫‰÷]

온도, 기온;̀ 체온

vapor[vèip‰÷] 증기

humidity[hju;míd‰ti] 습도

passage[p®sid,] (인체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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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정답과해설

독해를어렵게하는 수식어

해석┃●이것은내가태어난집이다. ●그들은 5명의자녀를두고있는데그들중몇몇은음악

을공부하고있다.

정답┃ 1. the store [which sells photo equipment] / Paul은사진장비를파는가게의이름

을나에게말해줄것을잊었다.  2.Many things [that we did by hand in my childhood] /
내가어렸을때우리가손으로했던많은것들이지금은기계로행해진다. 1.who / Gloria는
한해동안자신을많이도와준선생님을위해감사카드를구입했다.  2.whose / 우리는잡초를

아직장점이발견되지않은식물이라정의할수있다.

문장과문장을이어주는관계사절Unit
06

명사를수식하는관계대명사절 ▶본문 p.961
구문 up

1 Paul / forgot to tell me / the name of the store / [which sells photo equipment].

Paul은 / 나에게말할것을잊었다 / 가게의이름을 / 사진장비를파는

2 Many things / [that we did by hand in my childhood] / are now done by machine.

많은것들이 / 내가어렸을때우리가손으로했던 / 지금은기계로행해진다

` 1 Gloria / bought a thank-you card / for the teacher / [who helped her a lot / during the year]. 

Gloria는 / 감사카드를샀다 / 선생님을위해서 / 그녀를많이도와준 / 한해동안

2 We / can define a weed / as a plant / [whose virtues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우리는 / 잡초를정의할수있다 / 식물이라고 / 장점이아직발견되지않은

구문적용 training

forget＋to부정사(̀~할것을잊다)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부사구목적격관계대명사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소유격관계대명사

정답┃ 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uggestion (that[which]) Mary made at the
meeting? / 회의에서 Mary가 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Do you still email to
the people (who(m)[that]) you went to Europe with? / 유럽에함께갔던사람들에게아직

도 이메일을 보내세요?  3. I wonder if you found my wallet (which[that]) I might have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제가할수있는일이있나요? ●나는그가결백하다고믿는다. ●내가보상으로요

청하는것이라고는오직네가네자신을돌보는것이다.

관계대명사의생략 ▶본문 p.972
구문 up

literature[lítÂr‰t∫‰÷] 문학

respect[rispèkt] 존경하다

renown[rináun] 명성

attention[‰tèn∫Ân] 주의, 주목

childhood[t∫áildhúd] 유년기

define[difáin] 정의하다

weed[wi;d]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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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1 What do you think / about the suggestion / [(that) Mary made at the meeting]? 

어떻게생각하세요? / 제안에대해 / Mary가회의에서한

2 Do you still email / to the people / [(whom) you went to Europe with]? 

아직이메일을하세요? / 사람들에게 / 유럽에함께갔던

3 I wonder / if you found my wallet / [(which) I might have left / in your store / yesterday].

궁금하다 / 당신이내지갑을발견했는지 / 내가두고갔을지도모르는 / 당신의가게에 / 어제

` Do you know the writer / [who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 in 1991]? // The winner was

Nadine Gordimer / [whom many people respected]. // She is a South African writer / [whose 

novels have brought her / much renown]. // Her winning the Nobel Prize / helped to bring 

attention / to the problem / [that South Africa had].

작가를알고있는가? / 노벨 문학상을받은 / 1991년에 // 수상자는 Nadine Gordimer였다 / 많은사람들이존경했던 //

그녀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작가이다 / 소설들이그녀에게가져다준 / 많은명성을 // 그녀가노벨상을받은것은 / 관심을

가져오는데도움을주었다 / 그문제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갖고있던

선행사 목적격관계대명사(생략가능)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목적격관계대명사(생략가능) 

선행사 목적격관계대명사(생략가능)

소유격관계대명사

주어

선행사

부사구

선행사

선행사

목적격관계대명사(생략가능) 

~인지아닌지 (명사절) 목적격관계대명사(생략가능) 부사구

left in your store yesterday. / 어제당신의가게에두고갔을지도모르는내지갑을발견하셨는

지궁금합니다. whom, that / 1991년에노벨문학상을받은작가를알고있는가? 수상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Nadine Gordimer였다. 그녀는 소설들이그녀에게많은 명성을 가져다

준남아프리카공화국의작가이다. 그녀가노벨상을받은것은남아프리카공화국이갖고있던문제

에관심을가져오는데도움을주었다. 

01 정답 ②

전문해석┃불안한사람들은종종자연스러운방출형태로즉각적인만족을추구하고있다. 이것은

생각하기도전에반응을자아내는경향이있다. 여러분이절대로바꾸거나통제할수없는뭔가에

대해얼마나여러번화를냈는가? 화를내는비생산적인감정에젖어얼마나많은시간들, 날들또

는주들을허비했는가? 우리중어떤사람들은아주오래도록감정을억눌러왔다. 우리는자신이

화가났는지아닌지거의모른다. 분노는 (다루기) 힘든것으로, 쉽게불안해하는우리중몇명은만

일우리가분노를인정하면아무도우리를좋아하지않을까봐두려워한다. 그러나이것은역효과

를낳는다. 분노를해소하는유일한방법은먼저그것을인정하는것이다. 그러고나서, 일단우리

가진정으로얼마나화가났는지그렇지않은지알고나면, 우리는우리자신을치유하기위한적절

한조치들을취하여보다더행복한사람들이될수있다.  

정답 01② 02①

▶본문 p.98Reading Application

anxiety[æ\zái‰ti] 불안, 염려

immediate[imí;diit] 즉각적인

gratification[gr©t‰fikèi∫Ân]

만족감

spontaneous[sp°ntèini‰s]

자연스러운, 즉흥적인

repress[riprès] 억누르다, 참다

prone[proun] ~하는경향이있는

let go of ~을놔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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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답과해설

02 정답 ①

전문해석┃나는 수년 동안 San Francisco 49ers 미식축구 팬이었는데 그들이 거의 틀림없이

1990년대의최고팀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 1999년에, 그팀은 16경기중에 12경기를졌다. 그

때나는충실한팬의기준은그팀이최고일때응원할수있는지어떤지가아니라그팀이지고있

을때계속응원할수있는지어떤지라는것을배웠다. 마찬가지로모두가어울리고싶어하는인기

있는사람들을지지하는것은쉽다. 그다지인기가없거나좀다르거나또는많은친구가없는사람

을지지하는것은다소더힘들수있다. 하지만많은사람들이약간덜인기있거나, 자신들의학교

나아이들그룹에새로온누군가에게손을내미는것은그들에게그들이지금까지가져왔던중최

고의친구를얻게해줬다는점을나와함께공유했다. 그사람은그들의노력에고마워하며매우신

뢰할수있는친구가될것이다. 

문제풀이┃인기없고약자인사람에게손을내밀면그사람은여러분이신뢰할수있는최고의친구가될거

라는내용이므로글의제목으로는①‘혼자인사람들을도와주어라’가가장적절하다.

② 가능한한많이기부하라 ③새로온사람으로서의외로운사람

④당신의팀이이기고있을때 ⑤당신을미식축구팬으로만드는것

arguably[£;÷gju‰bli] 거의 틀림

없이

measure[mè,‰÷] 측정, 기준

root for ~를지지하다[응원하다]

get along with ~와어울리다

appreciate[‰prí;∫iéit] 고마워하다

문제풀이┃시간을허비하게하는분노와그동안억눌러왔던분노를해결하는첫단계로화가났는지의여부

를파악해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다. 따라서빈칸에는②‘그것을인정하다’가가장적절하다. 

① 우리의감정을반영하다 ③즉각적으로반응하다 ④사과를기다리다 ⑤적절한원인을찾다

해석 ┃●그것이그가네게전화한이유이다. ●이곳이그훌륭한군인이묻힌곳이다.

특정명사를수식하는관계부사절 ▶본문 p.1003
구문 up

frightening[fráitÂni\] 무서운

gunshot[g=n∫¢t] 총성

completely[k‰mplí;tli] 완전히

blend[blend] 섞다, 혼합하다

income tax 소득세

due[dΔu;] 지급기일인

reschedule[rìskèd,u(;)l]

재조정하다

previous appointment 선약

정답┃ 1. I remember the night (when) we heard a frightening gunshot. / 나는우리가

무서운총소리를들었던그날밤이기억난다.  2.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why Sylvia
is moving to a new apartment. / Sylvia가새아파트로이사하는이유를나는이해하지못한

다.  3. The place (where) they landed was completely covered with ice and snow. / 그
들이착륙한곳은완전히얼음과눈으로덮여있었다. 1.where / 서울은현대적인요소와고

대의요소가성공적으로혼합된아름다운도시이다.  2.when / 4월 15일은소득세납부마감일이

다.  3.why / 나는네가선약을재조정해야하는적절한이유를알고싶다.

구문적용 training

1 I remember the night / [(when) we heard a frightening gunshot]. 

나는그날밤을기억한다 / 우리가무서운총소리를들었던

2 I don’t understand (the reason) / why Sylvia is moving / to a new apartment.

나는 (이유를) 이해하지못한다 / Sylvia가이사하는 / 새아파트로

선행사 관계부사절(시간) 

선행사 관계부사절 (이유) 부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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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복합관계사절의두가지의미 ▶본문 p.1014

pitfall[pítf≥;l] 위험

do one’s best 최선을다하다

present[prèzÂnt] 선물

customer[k=st‰m‰÷] 고객

award[‰w≤;÷d] 수여하다

judge[d,<d,] 심사위원, 판사

value[v®lju;] 중요시하다

mother tongue 모국어

정답┃ 1.However great the pitfalls are / 위험이아무리클지라도우리는성공하기위해최

선을다해야한다.  2.whenever he returned from a trip /  아빠는출장에서돌아오실때마다

나에게선물을가져다주시곤하셨다.  3.whoever visits us /  우리는우리를방문하는누구라도

그들이우리의고객이든아니든환영할것이다. 1.whoever /  퓰리처상은심사위원들에의해

서선정된누구에게나수여된다.  2.Whatever /  여러분이무슨언어를배우든간에, 모국어를중

요시해야한다.  3. how, wherever /  희생이아무리클지라도, 나는그가가는곳이면어디든따

라갈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3 The place / [(where) they landed] / was completely covered with ice and snow. 

장소는 / 그들이착륙한 / 완전히얼음과눈으로덮여있었다.

` 1 Seoul is a beautiful city / [where the modern / has successfully been blended / with the 

ancient]. 
서울은아름다운도시이다 / 현대적인요소가 / 성공적으로혼합되어있는 / 고대의것과

2 April 15 is the date / [when income taxes are due]. 

4월 15일은 / 날짜이다 / 소득세가지급되어야하는

3 I’d like to know the proper reason / [why you need to reschedule / the previous appointment].

나는적절한이유를알고싶다 / 당신이재조정해야하는 / 선약을

선행사 관계부사절(장소) be covered with ~로덮여있다

선행사 관계부사절(장소)

선행사 관계부사절(시간)

선행사 관계부사절(이유)

be blended with ~와섞이다

1 [However great the pitfalls are], / we must do our best / to succeed. 

위험이아무리클지라도 / 우리는최선을다해야한다 / 성공하기위해서

2 Dad would bring me a present / [whenever he returned / from a business trip]. 

아빠는나에게선물을가져다주곤하셨다 / 그가돌아올때마다 / 출장에서

3 We will welcome / [whoever visits us] / whether they are our customers or not.

우리는환영할것이다 / 우리를방문하는사람은누구든지를 / 그들이우리의고객이든아니든간에

` 1 Pulitzer Prizes / are awarded / to [whoever is selected / by the judges]. 

퓰리처상은 / 수여된다 / 선정된누구에게나 / 심사위원들에의해

복합관계사절(아무리~할지라도)

복합관계사절(~할때마다)

복합관계사절(~하는누구든지)

복합관계사절(~하는누구든지)

양보부사절(~이든아니든간에)

do one’s best (최선을다하다) 

컨셉(구문독해)_해_Unit06-ok  2013.11.29 9:10 PM  페이지61   SinsagoH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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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답 ⑤

전문해석┃한수도승이아름다운정원으로유명한작은사원을책임지고있었다. 그는완벽한정원

을갖기위해노력했다. 손님을기다리던어느날, 그는오전내내모든낙엽을긁어모으고치우는

데시간을보냈다. 그는심지어완벽하게보이기위해이끼의일부를빗질까지했다. 일을끝마쳤을

때, 그는자신이일하는것을지켜보고있던근처사원의나이든주지승을향해물었다. “아름답지

않나요? 정원이이제마땅히그래야하는바대로보인다고생각지않으세요?”“그래요, 당신의정원

은아름답군요.”그주지승이말했다. “하지만무언가빠진게있어요.”그나이든주지승은나무한

그루가자라고있는정원의중앙으로걸어갔다. 그가 나무를흔들었는데, 그때가가을이었으므로,

나뭇잎들이정원사방으로흩뿌려졌다. “이것이바로정원이필요로했던것입니다.”주지승이말

했다.

문제풀이┃나이든 주지승은 정원이 너무 깨끗한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

여주었으므로글의제목으로는⑤‘주지승의교훈: 불완전은완전하다’가가장적절하다. 

① 떨어진나뭇잎: 떨어진자존심 ②필요할때의정원가꾸기

③구르는돌에는이끼가끼지않는다 ④손님들이관심있어하는것

정답 03⑤ 04⑤

▶본문 p.102Reading Application

monk[m<\k] 수도승

in charge of ~을 맡고[책임지고]

있는

rake up ~을긁어모으다

comb[koum] 빗질하다

moss[m∞(;)s] 이끼

scatter[sk®t‰÷] 흩뿌리다

04 정답 ⑤

전문해석┃당신의삶에서, 당신은당신이내리는결정과그러한결정들이당신의삶에영향을미치

는방식에대해책임질줄알아야한다. 예를들어, 무조건적인사랑을더원한다면다른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사랑해야하고당신의행동을의식하고있어야한다. 더 많은돈을원한다면사람들

이당신에게돈을주고싶은마음이들게할뭔가를세상에제공해야한다. 당신이어떤목표를성취

하고싶든지간에그목표에더가까워지기위해책임감을가지고뭔가를해야한다. 어떤일이저절

로일어나길기다리며인생을보낸다면, 당신은평생을기다리면서보내게될것이다. 자신의결정

과행동에책임을지면곧당신은당신의인생이당신이원하는인생으로성장해가고있는것을보

게될것이다.

문제풀이┃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의 첫

문장과마지막문장에요지가잘드러나있다.

accountable[‰káunt‰bl]

책임이있는

affect[‰fèkt] ~에영향을미치다

unconditional[>nk‰ndí∫ÂnÂl]

무조건적인

sensible[sèns‰bl] 분별있는, 

의식하고있는

inspire[inspái‰÷] 고무하다

accomplish[‰k£mpli∫] 성취하다

entire[intái‰÷] 전체의, 전부의

take charge of ~에대해책임지다

2 [Whatever language you may learn], / you must value / your mother tongue. 

여러분이무슨언어를배우더라도 / 여러분은중요시해야한다 / 모국어를

3 [No matter how much it costs], / I’ll follow him / [wherever he goes]. 

희생이아무리클지라도 / 나는따라갈것이다 / 그가어디를가더라도

복합관계사절(무슨언어를~하더라도) 

부사절(아무리~해도) 복합관계사절 (어디서~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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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정답┃ foreign students, [who study the Korean language] / 한국어를공부하는외국학

생들의숫자가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나요?  2. an environment, [which seems almost real]

/ 가상현실은컴퓨터에의해만들어진거의진짜같은환경이다.  3. anything, [(that) you don’t
have], [that you want to have eagerly] / 네가갖고있지않은간절히갖기를원하는어떤것이

있는가? 1. that / 많은십대들은사회적인메시지가있거나자신들의삶에대해뭔가를말해

주는음악을좋아한다.  2.where / 블랙홀은빛자체를포함하여모든것이잡아당겨지는외우주

에있는공간이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정원에사과가달리지않은사과나무세그루가있다.

선행사와관계대명사절의위치 ▶본문 p.1045
구문 up

virtual[vÁ;÷t∫u‰l] 가상의, 실질적인

eagerly[í;g‰÷li] 간절히

teenager[tí;néid,‰÷] 십대

outer[áut‰÷] 외부의

1 Do you think / (that)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 will increase / [who study the Korean 

language]?

생각하니 / 외국인학생의숫자가 / 증가할것이라고 / 한국어를공부하는

2 Virtual reality / is an environment / created by computers / [which seems almost real].

가상현실은 / 환경이다 / 컴퓨터에의해만들어진 / 거의진짜같아보이는

3 Is there anything / [(that) you don’t have] / [that you want to have eagerly]? 

어떤것이있니? / 네가갖고있지않은 / 네가간절히갖기를원하는

` 1 Many teenagers / like music / [that has a social message] / or [that says something about 

their lives]. 

많은십대들이 / 음악을좋아한다 / 사회적메시지를가진 / 또는그들의삶에대해뭔가를말해주는

2 A black hole is an area / in outer space / [where everything, / including light itself, / is 

pulled]. 

블랙홀은지역이다 / 외우주에있는 / 모든것이 / 빛자체를포함하여 / 당겨지는

선행사접속사 that 생략

선행사 관계대명사 that 생략 관계대명사절

선행사 관계대명사절1 관계대명사절2

관계대명사절선행사

관계대명사절

선행사 부사구 관계부사절 삽입구

해석 ┃●그녀는두명의아들이있는데, 그들은애틀랜타에산다. ●Lisa는가방한개와치마

두벌만을샀다고말했지만그것은사실이아니었다.

관계사의계속적용법 ▶본문 p.1056
구문 up

treasure[trè,‰÷] 보물

art dealer 미술중개인

stubborn[st=b‰÷n] 완고한

컨셉(구문독해)_해_Unit06-ok  2013.11.29 9:10 PM  페이지63   SinsagoHitec 



64 정답과해설

정답┃ 1. an art dealer / 잃어버린보물은미술중개인의손에들어갔는데, 그는그것들을주인

에게돌려주었다.  2. a donkey / 미국인들은때때로멍청하거나고집센사람을당나귀에비유하

는데, 그것은짧은다리와긴귀를가진말과의동물이다.  3.Dr. Smith / 150만달러의보조금이

Smith 박사에게수여되었는데, 그는일반감기에대한연구로과학계에감명을주었다.

1.whose / 염소는, 아무거나먹는것에대한평판이잘알려져있는데, 산간지역에서야생으

로살거나농장에서길러진다.  2.which / 나는학생중한명을설득하려고했는데, 그것이아주

힘들다는것을알게되었다.  3.whom / 많은사람들은, 그들중대부분이야생에서동물들을결코

본적이없어, 방울뱀과상어를무서워한다. 

구문적용 training grant[grænt] 보조금

award[‰w≤;÷d] (상등을) 수여하다

impress[imprès] 감명을주다

reputation[répj‰tèi∫Ân] 평판

rattlesnake[r®tlsnéik] 방울뱀

1 The lost treasures / came into the hands of an art dealer, / [who returned them to the 

owner]. 
잃어버린보물이 / 미술중개인의손에들어왔다 / 그런데그는그것들을주인에게돌려주었다

2 Americans / sometimes compare a foolish or stubborn person / to a donkey, / [which is an 

animal / in the horse family / with short legs and long ears].

미국인들은 / 때때로멍청하거나고집센사람을비유한다 / 당나귀에 / 그런데그것은동물이다 / 말과의 / 짧은다리와

긴귀를가진

3 A grant of $1.5 million / was awarded / to Dr. Smith, / [who has impressed the scientific 

community / with his research / on the common cold]. 

150만달러의보조금이 / 수여되었다 / Smith 박사에게 / 그런데그는과학계에감명을줬다 / 그의연구로 / 일반감

기에대한

` 1 Goats, / [whose reputation for eating anything / is well known], / live wild in mountain areas

/ or are kept on farms. 
염소는 / 그런데아무거나먹는것에대한그것의평판이 / 잘알려졌는데 / 산간지역에서야생으로산다 / 또는농장에

서길러진다

2 I tried to persuade / one of my students, / [which I found very hard].  

나는설득하려고애썼다 / 나의학생중한명을 / 그런데나는그것이아주힘들다는것을알게되었다

3 Many people, / [most of whom have never seen these animals / in the wild], / are afraid of 

rattlesnakes and sharks.  
많은사람들은 / 그런데그들중대부분이이러한동물들을결코본적이없어 / 야생에서 / 방울뱀과상어를무서워한다

compare A to B: A를 B에비유하다) 선행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 and it)

형용사구 형용사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nd he) 

부사구 형용사구(his research 수식) 

선행사

선행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nd he)

= the lost treasures

선행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nd their) 동사

선행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nd it) 

선행사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부사구 be afraid of:

~을두려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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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5 정답 ③

전문해석┃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에 아마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행복이무엇인지,  그것이우리에게무엇을의미하는지, 그리고그것을어떻게잡아야하는지를정

의하는것은결코쉽지않다. 여기에여러분자신의생각을움직일수있는몇가지아이디어가있

다. “더많은편안함이행복을의미한다고생각하는것은환상이다.”라고작가 Storm Jameson은
말한다. “행복은깊게느끼고, 단순하게즐기고, 자유롭게생각하고, 위험을감수하고, 필요로될수

있는능력으로부터온다.”그리고많은미국고전작품의작가인, Nathaniel Hawthorne은“행복

은쫓아가면항상당신이잡을수있는곳바로너머에있는, 하지만당신이가만히앉아있으면당

신에게내려앉을지도모르는나비이다.”라고믿었다. 우리가그것을어떻게묘사하든지간에, 행복

은그것자체를위해그것을추구함으로써가아니라자애로운행동의삶을살아감으로써우리에게

다가온다. 

문제풀이┃행복에 관한 인용구를 이용해서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주제로는③‘진정한행복을추구하는방법’이가장적절하다.

① 만족스러운삶의즐거움 ②이상적인행복의환상

④위험에도불구하고행복을추구하기 ⑤행복과자연의관계

정답 05③ 06②

▶본문 p.106Reading Application

define[difáin] 정의하다

grasp[græsp] 붙잡다; 손이 미치는

거리, 통제

stir[st‰;÷] 움직이다, 휘젓다

illusion[ilù;,Ân] 환상

capacity[k‰p®s‰ti] 능력

classic[kl®sik] 고전 (작품)  

pursue[p‰÷sù;] 추구하다

alight[‰láit] 내려앉다

for one’s own sake ~ 자체를위

하여

06 정답 ②

전문해석┃Kelly는그녀가 18살때그녀가믿기에‘자신의인생에서가장최악의날’을겪었다고

말했다. 그날에그녀가경험한끔찍한일은그녀어머니의차가학교주차장에서부딪혔고, 그녀의

연구보고서의유일한원본이들어있던가방을도둑맞았다. 그녀는사소한일에속태우지않으려

는그녀의바람이모든사람은때때로끔찍한날을겪는다는사실의수용과더불어그녀의온전한

정신을구했다고말했다. 그녀는그날이나쁘기는했지만, 상황이훨씬더안좋을수도있었다는것

을인식할수있었다. 아무도사고로다치지않았고,  그녀는자신의보고서를처음으로쓰는데걸

렸던것보다더적은시간에다시작성할수있었다. 그녀는자신을냉정하게유지하는것이각각의

문제를그녀가가능한한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해주었고, 이는그날을망치지않았음을의미

한다고말했다.

문제풀이┃사소한 일에 속 태우지 않겠다는 그녀의 생각이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막았다는내용으로빈칸에는②‘온전한정신’이가장적절하다. 

① 돈 ③보고서 ④가족 ⑤우정

horrible[h≤;r‰bÂl] 끔찍한

contain[k‰ntèin] 포함하다

sweat[swet] 땀을흘리다, 걱정하다

acceptance[‰ksèptÂns] 수용

occasional[‰kèi,‰nÂl] 이따금의

effectively[ifèktivli] 효과적으로

ruin[rù;in] 망치다

해석 ┃●독서와정신과의관계는음식과신체와의관계와같다.

선행사를포함하는관계대명사what ▶본문 p.1087
구문 up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인

brute[bru;t] 짐승

count[kaunt] 중요하다정답┃ 1.what he has / 한사람의행복은그사람이갖고있는것이라기보다는그사람이어떤

사람인가에달려있다.  2.What he didn’t tell us / 그가우리에게말하지않은것은그이야기의

구문적용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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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중요한부분이었다.  3.What makes the desert beautiful / 사막을아름답게만드는것은

그것이어딘가에오아시스를숨기고있다는것이다. 1. what / 예의가바르다는것은인간을

짐승과다르게만들어주는것이다.  2. that / 오늘집으로오는길에나에게일어난일을너는결코

믿지않을것이다.  3.what, what / 중요한것은보이는네모습이아니라네마음속에네가가지

고있는것이다. 

1 A man’s happiness / depends / not so much on what he has / as on what he is. 

한사람의행복은 / 달려있다 / 그사람이갖고있는것이라기보다는 / 그사람이어떤사람인가에

2 What he didn’t tell us / was the most important part / of the story. 

그가우리에게말하지않은것은 / 가장중요한부분이었다 / 그이야기의

3 What makes the desert beautiful / is [that it hides an oasis somewhere].  

사막을아름답게만드는것은 / 그것이어딘가에오아시스를숨기고있다는것이다

` 1 Having good manners / are what makes men different from brutes. 

예의가바르다는것은 / 인간을짐승과다르게만들어주는것이다

2 You’ll never believe / the things / that happened to me / on the way home / today.

너는결코믿지못할것이다 / 일들을 / 나에게발생한 / 집으로오는중에 / 오늘

3 What counts / is what you have in your heart, / not what you look like. 

중요한것은 / 네마음속에네가가지고있는것이다 / 보이는네모습이아니라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B인) 

관계대명사절(주어역할) 보어

관계대명사절(주어역할) 접속사(보어역할)

관계대명사절(보어역할)

선행사 부사구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주어역할) 관계대명사절(보어역할) 관계대명사절(보어역할) 

해석 ┃●나는지난번에나에게이메일을보냈던소녀를보았다.

●나는저기있는소녀가누구인지궁금하다.

관계사절 vs. 의문사절 ▶본문 p.1098
구문 up

secretary[sèkr‰téri] 비서

ceremony[sèr‰mòuni] 의식

정답┃ 1.의문사 / 나는지난주말에누가 Ann과함께테니스를쳤는지궁금하다.  2.관계사,

의문사 / 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 비서는 어디에서 회의가 있는지 몰랐다. 1. when we
should leave home / 나는그의식에늦지않기위해서우리가언제집을나서야하는지잘모른

다.  2.where we should go / 나는우리가어디로가야하는지정확히모르겠다. 지도를갖고있

니?  3. how much fish he bought / 나는그가얼마나많은생선을샀는지궁금하지만, 우리모

두의저녁을위해충분할것이라고확신한다. 

구문적용 training

관계대명사절(on의목적어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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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1 I wonder / [who played tennis with Ann] / last weekend. 

나는궁금하다 / 누가Ann과테니스를쳤는지 / 지난주말에

2 The secretary / [whom I talked to] / didn’t know / [where the meeting was]. 

그비서는 / 내가같이이야기를나눈 / 알지못했다 / 회의가어디에서있는지

` 1 I’m not sure / [when we should leave home] / not to be late / for the ceremony.

나는확실치않다 / 우리가언제집을나서야하는지 / 늦지않기위해서 / 그의식에

2 I don’t know exactly / [where we should go]. // Do you have a map? 

나는정확히모른다 / 우리가어디로가야하는지 // 지도를갖고있니

3 I wonder / [how much fish he bought], / but I’m sure / there’ll be enough / for dinner / for  

all of us. 
나는궁금하다 / 그가얼마나많은생선을샀는지 / 하지만확신한다 / 충분할거라고 / 식사를위해 / 우리모두를위한

wonder의목적어: 의문사절(누가~했는지)

선행사 관계사절 know의목적어: 의문사절(어디서~했는지) 

be sure의목적어: 의문사절(언제~해야하는지) 부사구

know의목적어: 의문사절(어디로~해야하는지) 

wonder의목적어: 의문사절(얼마나~했는지) 주어(충분한것)

07 정답 ①

전문해석┃내가지금까지만난적이있는가장성공한사업가들중에한사람은하루에 10분을아

무것도하지않으면서보내려고애쓴다. 날마다얼마나바쁜지에상관없이그는조용한몇분을즐

기기위한시간을갖는다. 그는바쁠수록그것이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 분명우리가너무열심히

노력하고너무빠르게움직이고있을때가있다. 이때가속도를늦춰야할이상적인때이다. 처음에

는이런생각이쓸모없어보일지도모른다. 그러나아무것도하지않는몇분을보내는것은당신에

게당신의감각을회복할기회를준다. 바꿔말하면, 당신은이렇게함으로써심지어매우바쁜상황

에서도이성적으로조치를취할준비가되어있을것이다. 당신은당신이발견한것을믿을수없을

것이다.

문제풀이┃몇 분간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바쁜 생활 속에 짧은 휴식을 제공하여 이성적으로 조치를 취할 준

비가되게해준다는내용의글이므로빈칸에는①‘̀당신의감각을회복할’이가장적절하다.

② 당신의진정한관심사를찾게될 ③당신스스로를바로세울

④당신의사업동료를만날 ⑤당신의일을끝마칠

정답 07① 08②

▶본문 p.110Reading Application

regardless of ~에상관없이

clearly[klí‰÷li] 분명히

ideal[aidí(;)Âl] 이상적인

concept[k£nsept] 개념

useless[jù;slis] 쓸모없는

rationally[r®∫‰nÂli] 이성적으로

hectic[hèktik] 몹시 바쁜, 법석을

떠는

08 정답 ②

전문해석┃승강기는현대의발명품이아니다. 승강기는피라미드가만들어진시대로부터건축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케이블이 끊어져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1854년에,

construction[k‰nstr=k∫Ân] 건축

disastrous[diz®str‰s]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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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②

전문해석┃링겔만효과는 Max Ringelmann이라는한독일인에의해처음으로발견되었다. 그는

홀로있는사람들과집단을이룬사람들에게끄는힘을측정하기위한스트레인게이지가붙은줄

을끌게했다. 놀라운것은개인이끄는힘의합은집단이끄는힘의합과같지않았다는것이다. 세

사람은개인의평균능력보다불과 2.5배를끌었고, 여덟명은개인의평균노력의그배수보다덜

끌었다. 집단의결과는개인적노력들의합보다훨씬더적었다! 그것이바로링겔만효과라고불리

는것이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실험에서 발견한 특이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장 앞

인②가들어가기에가장적절한위치이다.

구문풀이┃ 4행 He had people alone and in groups pull on a rope / attached to a strain 

gauge to measure the pull force.

8행 That’s what’s called the Ringelmann Effect. 

sum[s<m] 합계

pull[pul] 끌다, 당기다;̀ 끌어당기기

equal[í;kwÂl] ~와같다, ~와동등

하다

measure[mè,‰÷] 측정하다

average[®vÂrid,] 평균의

performance[p‰÷f≤;÷m‰ns] 성과

정답 01② 02⑤ 03③ 04⑤ 05⑤ 06①

▶본문 p.112Test실전Unit
06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동사원형)

That’s what ~: 그것이~하는것이다

형용사적용법의 to부정사(a strain gauge를수식)

과거분사구(a rope를수식)

Elisha Otis는승강기를안전하게만들수있는방법을발견했다. 그의발명품은커다란압축스프

링을이용했다. 만약승강기케이블이느슨해지면, 이스프링이자동적으로끊어지면서, 두개의철

봉을밀어승강기통로에있는톱니모양의레일에걸리게했다. 이것이승강기를제자리에걸어, 승

객들을보호했다. 우리의삶에서우리는이러한안전장치같은것이필요하다. 화가폭발하고분노

가걷잡을수없어질때, 결과가끔찍해질수도있다. 하지만우리는말하거나하는것에‘안전잠

금’을설치할수있다. 그러면분노를억제하면서우리는분노의원인을분석하고그것에대해무엇

을할수있는지를알수있다.

문제풀이┃승강기 안전장치의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분노를 조절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②‘분노로의추락에제동을걸라’가가장적절하다.   

① 당신의인생에승강기를이용하라 ③때때로분노를분출하라

④최초발명품을생각하라 ⑤가능한한많이스프링을압축시켜라

compressed[k‰mprèst] 압축된

slack[slæk] 느슨한

snap[snæp] 부러지다; (감정 등이)

갑자기폭발하다

notched[n°t∫t] 톱니모양을한

shaft[∫æft] (건물의) 수직통로

temper[tèmp‰÷] (화를내는) 성질

keep ~ in check ~을억제하다

02 정답 ⑤

전문해석┃우리모두는한사람이엄청말을많이해서, 그것때문에관심의중심이되었던파티자

리에참석해본적이있다. 우리는다른말이더적은손님들을발견하고그들과대화를나눌지도모

르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두드러진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삽화에도 초점이

되는즉중심지점이있어, 우리는그것을먼저보고기타덜중요한요소들을검토하는것보다더

오래그것을보는경향이있다. 왜어떤것이두드러지는가? 파티손님들중에, 어떤사람은그의몸

집이나방의중심부에가까운그의위치또는다른손님들과그를구별되게하는독특한의상때문

에우리의관심을사로잡아계속끌지도모른다. 책의삽화를볼때, 우리는어떤대상이아마도그

것의크기나, 색깔, 특별한모양이나질감, 또는어떤다른특징때문에우리의관심을사로잡고있

다는것을알아챈다.

interact[ìnt‰r®kt] 상호작용하다

verbal[vÁ;÷bÂl] 말의, 말에나타난

illustration[ìl‰strèi∫Ân] 삽화

focal[fóukÂl] 초점의

striking[stráiki\] 현저한, 눈에

띄는

set ~ apart ~을분리시키다

texture[tèkst∫‰÷]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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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문제풀이┃ (A) 우리의 관심은이야기를많이하는눈에띄는사람에게쏠리게되어있으므로‘dominant(두

드러진)’가적절하다. (reserved: 내성적인) 

(B)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의미이므로‘distinctive(독특한, 눈에 띄

는)’가자연스럽다. (distractive: 산만하게하는) 

(C) 평범하지않은모양이나질감이우리의관심을끌게되므로‘extraordinary(비범한, 특이한)’가적절하다.

(ordinary: 평범한, 보통의)

구문풀이┃ 1행 We’ve all been at a party / [where one person talked a great deal, / and 

because of that, / became the center of attention].

6행 Among party guests, / someone may capture and hold our attention / 

because of their size, / their location [near the center of the room] / or 

the distinctive clothing / [which sets them apart from other guests].

03 정답 ③

전문해석┃사진의목적은신분확인을위한어떤물체나사람의명백하고객관적인기록으로단순

할지도모른다. 그것은예를들어안전, 행복, 또는위협의개념을설명하는주관적인사진으로더

모호할수있다. 어떤작가도자신의일이정보자료를생산하려는것인지아니면시를쓰려는것인

지도모르고펜을잡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사진찍기에는여러분스스로장비를설치하고, 초점

잡기, 노출하기, 그리고 구도 잡기에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면서도, 막상 사진의 의미와 왜 그런

특정방식으로그대상을나타내야하는지에대해서는거의고민하지않는끔찍한위험성이존재한

다. 그래서사진이보여주고자하는것이사진찍는사람들뿐만아니라보는사람들에게도분명하

지않을수있다. 물론사람들은온갖종류의이유에서사진을찍는다. 대부분은그저휴가여행, 또

는가족과사랑하는사람들을상기시켜주는것들이다. 때때로사진은인간의어려운상황을드러

내어다른사람의양심에호소하기위하여찍히기도한다.

문제풀이┃객관적인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목적이 단순하지만 주관적인 사진의 경

우에는그목적이불명확할수있다는내용이므로,  빈칸에는③‘모호한, 확실치않은’이가장적절하다.

① 직접적인 ②강렬한 ④교훈적인 ⑤위험한

구문풀이┃ 5행 Yet / there is a terrible danger / with photography / [when you set up 

your equipment, / busy yourself with focus, exposure and composition, /

but think hardly at all about the meaning of your picture / and why you 

should show the  subject / in that particular way].

identification[aidént‰fikèi∫Ân]

신원확인

subjective[s‰bd,èktiv] 주관적인

put over ~를설명하다

security[sikjùÂriti] 안전

menace[mèn‰s] 위협, 협박

equipment[ikwípm‰nt] 장비

exposure[ikspóu,‰÷] 노출

composition[k¢mp‰zí∫Ân]

구성, (사진·그림의) 구도

reminder[rimáind‰÷] 상기시키는것

appeal to ~에호소하다

conscience[k£n∫Âns] 양심

선행사 관계부사절 동사 1

동사 2

부사구 동사 1

명사구 1 명사구 2명사구 2

명사구 3 관계사절

동사2

전치사about의목적어 1

동사 1

동사 2

주어

동사3

전치사about의목적어 2(의문사절)

04 정답 ⑤

전문해석┃어느날내가약 5살이었을때나는우리할아버지에게거짓말을했다. 그것은그다지심

한거짓말은아니었다. 그러나그는정원사에게긴사다리를가지고와서지붕의앞쪽에기대놓아

lie[lai] 거짓말

gardener[g£;÷dn‰÷] 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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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답과해설

05~06 정답 05 ⑤ 06 ①

전문해석┃ (A) 오늘날에는노인들과젊은이들간에점점더접촉이없다. 여기에는많은이유들이

있지만그결과는동일한데, 더많은도움이절실하게필요한어린아이들이있는가정이점점더많

아지는것과더불어외롭고쓸모없다고느끼는노인들이더많아진것이다. 그것은많은사회에서중

대한문제이다.

(D) 그것이노인들과젊은이들을함께모으기위해고안된세대간프로그램이전세계적으로인기

가많아지고있는이유이다. 노인들에게 IT 기술을가르치는데젊은이들을이용하는것이한가지

확실한예이다. 

(C) 또한, 어려움을겪고있는가정을방문하고지친엄마에게휴식시간을주기위해잠시아이들

을돌봐주는데노인들을참여시키는계획들이있다. 또는어린이들이그들지역에있는외로운노

인들에게편지를쓰거나방문하도록하는조부모계획을채택하라. 

(B) 하지만세대간활동을통해이득을얻는사람은관련된개인들만이아니다. 사회에의이점역시

막대하다. 만약나이든사람들이오늘날의젊은이들을이해하고수용한다면, 그리고그반대의경우

라면지역사회내의갈등은줄어들것이다. 노인들의숫자가늘고있는세상에서우리는가능한한

많은이해와관용을필요로한다. 우리는‘지역사회’가진정으로의미하는바를다시발견할필요가

있다.

문제풀이┃ 05 (A)에서는 세대 간 접촉이 드물어짐에 따라 야기되는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

며 (D)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대 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C)는 세대 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B)에서는 이 세대 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그효용성을강조하고있다.

06 세대간프로그램을통해세대간의이해와수용의자세를키우자는것이이글의요지이다.

구문풀이┃ 9행 [In a world / [where the number of old people is increasing]], / we need / 

as much understanding and tolerance as possible.

달라고요청했다. 사다리가단단히자리잡혔을때, 그는정원사에게말했다. “우리아이가지붕에서

뛰어내리는습관이생겼었어요. 이사다리는그가그렇게하고싶은생각이들때사용하게하기위

한것이예요.”나는즉시이것이의미하는것을알았는데, 왜냐하면우리지역의속담중하나가‘거

짓말은지붕에서뛰어내리는것이다’였기때문이다. 나는조용히생각에잠겼다. 나는두려움을느

끼기 시작했고 그에게로 조용히 가서 나의 얼굴을 그의 무릎에 묻었다. “할아버지,”나는 말했다,

“우리는더는사다리가필요없어요.”그는매우만족스러워보였다. 그는정원사를불러서그에게

말했다. “즉시사다리를치우세요. 우리아이는지붕에서뛰어내리지않습니다.”나는결코그사건

을잊지못할것이다.  

문제풀이┃⑤는정원사를가리키며, 나머지는전부할아버지를가리키고있다.  

구문풀이┃ 5행 I knew at once / [what this meant], / for one of the proverbs in our district

was: / “A lie is a leap / from a housetop.”

contact[k£ntækt] 접촉

desperately[dèspÂritli]

필사적으로, 절대적으로

support[s‰p≤;÷t] 지지, 원조

concerned[k‰nsÁ;÷nd] 관련된

intergenerational

[ìnt‰÷d,én‰rèi∫‰nÂl] 세대간의

enormous[in≤;÷m‰s] 막대한

vice versa 그반대도똑같음

conflict[k£nflikt] 갈등, 분쟁

tolerance[t£lÂr‰ns] 관용, 포용력

scheme[ski;m] 계획

involve[inv£lv] 포함하다

adopt[‰d£pt] 채택하다

ladder[l®d‰÷] 사다리

firmly[fÁ;÷mli] 단단히, 굳게

in place 제자리에

leap[li;p] 뛰다, 도약하다

housetop[háust¢p] 지붕

proverb[pr£v‰;÷b] 속담

district[dístrikt] 지역

brood[bru;d] 곰곰이생각하다

bury[bèri] 묻다

as~ as possible: 가능한한~

선행사 관계부사절

즉시 관계대명사절 왜냐하면

Reading Skill

●관계부사의해석

관계부사를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은 글을 효율적으로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즉 when은 and then으로, where는 and there로, why는

and for that reason으로해석하면해석의속도를높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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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Reading Skill

●‘「It is ~ that ...」강조구문’의해석

강조하고싶은부분을~자리에넣어주고 that 이하부터시작하여‘…인것은바로~이다’라고해석하면된다. 

It was Tom that broke the window yesterday.

(어제창문을깨뜨린사람은바로 Tom이었다.)

02 정답 ②

전문해석┃의사들은고(故) Fred Lebow에게그가뇌암을진단받은후에단몇달만살수있으며

쉬어야한다고말했다. 뉴욕시마라톤의책임자였던 Lebow 씨는그들이틀렸다는것을증명하기

로했다. 그는 1992년마라톤을뛰기로했다. 그경주는뉴욕시를가로질러 26마일을달리는것이

었고 2만 6천명에가까운선수들을포함했다. Lebow는 100명이안되는선수들로센트럴파크

내부에서열리는경기가있었던 1970년대초이래로이마라톤에서뛰지않았었다. Fred Lebow
가 5시간 32분 34초의시간으로결승선을통과했을때관람객들은환호성을지르고울었다. 그는

자신의꿈을이루었다. 당신은당신이할수있다고믿을때장애를극복할수있다. 당신이인생에

있어서진정으로위대한도전거리와성취를놓치게되는것은바로자신에대해포기할때이다.

문제풀이┃ (A) 선행사가 사람이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o가 와야

한다. 

(B) a race를수식하는분사로경주는‘개최되는’것이므로과거분사를쓴다. 분사 앞에는 which was가생

략되었다고볼수있다. 

(C) 「It is ~ that ...」강조구문 사이에 의문사절이 오는 형태로 문맥상‘…인 것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포기할때이다’라는표현이와야하므로 when이알맞다.

diagnose[dài‰gnóus] 진단하다

brain cancer 뇌암

spectator[spèkteit‰÷] 관객, 관중

fulfill[fulfíl] 이루다, 성취하다

obstacle[£bst‰kÂl] 장애, 장애물

give up on ~을단념하다

miss out on ~을놓치다

01 정답 ②

전문해석┃홍콩의건립후에, 중국의여러다른도시들은세계의나머지나라들과교역을했다. 그

도시들의가장중요한수출품중하나는차였는데, 그것은유럽에서수요가아주많았지만매우비

쌌다. 그당시에, 유럽사람들은휴식시간의안락을위해중국에주로의존해야했다. 하지만중국

의차에대한독점은영국의탐험가인 Robert Fortune이차나무약간을훔쳐그것들을인도로가

지고간 1830년대에무너졌다. 그것들은그곳에서무성하게자랐고, 거대한재배농장이설립되었

다. 이것들은중국의차무역을거의붕괴시켰지만, 그것들은영국인들과영국령인도제국에막대

한이익을제공했다. 

문제풀이┃①중국의도시들이교역을한것이므로능동태의쓰임은옳다.

② that은계속적용법의관계대명사로쓰일수없다. 선행사가 tea이므로 that은 which로바꾸어야한다. 

③ when은 the 1830s를선행사로하는관계부사이다.

④ 등위접속사 and로 the British adventurer Robert Fortune을 주어로 하는 동사 stole과 병렬구조를

이루고있다.

⑤ 동사 destroyed를수식하는부사가필요하므로 most가아닌 almost가맞다. 

정답 01 ② 02 ② ▶본문 p.115

found[faund] 설립하다, 창립하다

export[èksp∞;÷t] 수출(품)

demand[dim®nd] 수요

extremely[ikstrí;mli] 매우

depend on ~에의존하다

monopoly[m‰n£p‰li] 독점

flourish[flÁ;ri∫] 번성하다

plantation[plæntèi∫Ân] 거대농장

set up ~을설립하다

profit[pr£fit] 이익

British Raj 영국령인도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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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 tend to believe / (that) our culture / mirrors a reality / shared by everyone.

우리는 / 믿는경향이있다 / 우리의문화가 / 현실을그대로반영한다고 / 모든사람들에의해공유된

2 Suppose /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tennis pros / giving you tennis lessons.

가정해보라 / 두명의서로다른테니스프로선수들이있다고 / 여러분에게테니스강습을해주는

3 We / plan our vacations / as if they were the only part of life / worth really living.

우리는 / 휴가를계획한다 / 마치그것들이삶의유일한부분인것처럼 / 진정으로살가치가있는

` 1 They / educated us / about the dangers of processed foods / full of chemical additives.

그들은 / 우리를교육했다 / 가공식품의위험성에대해 / 화학첨가제로가득찬

2 Researchers / studied two mobile phone companies / trying to solve a technological problem.

연구원들은 / 두휴대전화회사를연구했다 / 기술적문제를해결하려고애쓰는

3 The sense of sight / is so highly developed / in humans / that messages received from 

other senses / are often ignored / if they conflict / with what is seen.

시각은 / 매우발달되어있어서 / 인간에게서 / 다른감각으로부터수용된메시지들은 / 흔히무시된다 / 만약그것들이

충돌한다면 / 보이는것과

정답┃ 1. shared by everyone / 우리는우리의문화가모든사람에의해공유된현실을그대로

반영한다고믿는경향이있다.  2. giving you tennis lessons / 여러분에게테니스강습을하는

두명의서로다른테니스프로선수들이있다고가정해보라.  3.worth really living / 우리는휴

가가마치진정으로살가치가있는삶의유일한부분인것처럼휴가를계획한다. 1. full / 그
들은화학첨가제로가득찬가공식품의위험성에대해우리를교육했다.  2. trying / 연구원들은

기술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는두휴대전화회사를연구했다.  3. received / 시각은인간에

게매우발달되어있어서다른감각으로부터수용된메시지들은보이는것과충돌할때흔히무시

된다.

형용사적수식어Unit
07

분사구와형용사구형태의수식어 ▶본문 p.1161

구문적용 training

mirror[mír‰÷] 반영하다

worth[w‰;÷^] ~할가치가있는

processed food 가공식품

additive[®d‰tiv] 첨가제

ignore[ign≤;÷] 무시하다

conflict with ~와충돌하다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분사구(a reality 수식)

분사구(two different tennis pros 수식)

마치~처럼 = our vacations 형용사구(the only part of life 수식)

형용사구(processed foods 수식)

분사구(two mobile phone companies를수식)

so ~ that ...: 매우~해서…하다

관계대명사(~한 것) 

분사구(messages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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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형용사적수식어 73

정답과해설

정답┃ 1. any power / 어떤개별커피재배자도시장가격에영향을끼칠수있는어떠한힘도

가지고있지않다.  2. no one / 그녀가도움을요청했을때, 그녀는자신을도와줄사람이아무도

없을것이라는말을들었다.  3. the easiest ways / 걷기는식사이후에얼마간의운동을할수있

는가장쉬운방법들중의하나이다.  4. The only way / 두려움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

다른사람들과더연결되는것이다.  5. the freedom, the freedom / 자유에는두개의관련된차

원이있는데, 결정을내릴수있는자유와자신을표현할수있는자유이다.  6.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 사람들에게자신의판단을사용하고자신의재능을적용할수있는자유와유연성을

부여하는것은발전을빠르게촉진한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녀가결정을내리는것을도와줄사람이없었다. ●나는말할것이있기때문에글을

쓴다. ●그곳은 2년동안살기에완벽한집이었다. ●나는당신이우리클럽의회원으

로선출되었음을당신에게알리게되어영광스럽다.

형용사적용법의 to부정사구 ▶본문 p.1172
구문 up

affect[‰fèkt] ~에영향을끼치다

overcome[òuv‰÷k=m] 극복하다

dimension[dimèn∫Ân] 차원

latitude[l®t‰tΔú;d] 자유

flexibility[fléks‰bíl‰ti] 유연성

apply[‰plái] 적용하다

accelerate[æksèl‰réit] 촉진하다

1 No individual coffee grower / has any power / to affect the market price.

어떤개별커피재배자도 / 어떠한힘도가지고있지못하다 / 시장가격에영향을끼칠수있는

2 When she asked for help, / she was told / that there would be no one / to help her.

그녀가도움을요청했을때 / 그녀는들었다 / 아무도없을것이라는말을 / 그녀를도와줄

3 Walking / is one of the easiest ways / to get some minutes of exercise / after a meal.

걷기는 / 가장쉬운방법들중의하나이다 / 얼마간의운동을할수있는 / 식사이후에

` 4 The only way / to overcome fears / is to be more connected / to others.

유일한방법은 / 두려움을극복할수있는 / 더연결이되는것이다 / 다른사람들과

5 Freedom / has two related dimensions: /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 and the freedom 

to express yourself.

자유는 / 두개의관련된차원을가지고있다 / 결정을내릴수있는자유와 / 자신을표현할수있는자유

6 [Giving people /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 to use their judgment / and apply their 

talents] / rapidly accelerates progress.

사람들에게부여하는것은 / 자유와유연성을 / 자신의판단을사용하고 / 자신의재능을적용할수있는 / 발전을빠르

게촉진한다

to부정사구(any power 수식)

시간의부사절 be told: 들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o부정사구(no one 수식)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들 중의 하나 to부정사구(the easiest ways 수식)

to부정사구(The only way 수식) is의 보어(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부정사구(the freedom 수식)

to부정사구(the freedom 수식)

주어(동명사구) giving의 간접목적어 giving의 직접목적어 to부정사구(the latitude and flexibility 수식)

단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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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답과해설

01 정답 ⑤

전문해석┃사람들이우리에게“How are you?”라고물을때, 그들은의사가관심있어하는것과

똑같이우리의건강상태를알아내는데정말로관심이있는것은아니다. 대신에, 그들이낯선사람

이라면, 그들은실제로는“당신은나를믿을수있어요”, “나는당신을알기를원해요”, 또는“나는

당신의친구가되기를원해요.”라고말하려고하는것일지도모른다. 만약그들이이미우리의친구

라면, 그들은우리를만난기쁨과우리의우정을재차확인하고자하는바람을표현하려고하는것

일수도있다. 우리가마주치는사람들과환경에따라많은다른가능한의미가있다. 그러한의미

모두글자그대로또는명시적으로표현되는것은아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듣는사람은그의

미를이해한다. 이것은이러한상호작용에관련된사람들이표현된말뒤에숨겨진의미에더주의

를기울이기때문이다.

문제풀이┃글자 그대로 또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들이⑤‘표현된말뒤에숨겨진의미’에더주의를기울이기때문이다.

① 의미의지역적차이 ②그들의몸짓과얼굴표정

③친구들사이의정서적유대감 ④화자가말하는내용의글자그대로의의미

02 정답 ②

전문해석┃새로운도시를여행하는사람들은종종버스관광으로여행을시작하라는이야기를듣는

다. 여행객들은그들의흥미를자아내는장소로돌아갈수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그들은버스에

서진짜느낌을얻을수있다고생각한다. 헛소리이다! 움직이는버스안에서당신이보는것은현실

같지않고바깥의진짜광경과소리, 그리고냄새가완전히제거된것이다.그러므로모험심을가져

라! 어떤장소를경험하는최상의방법은걸어다니며어떤여행계획도갖지않는것이다. 당신의발

과흥미가이끄는어디로든지그냥가라. 당신은결국버스관광 (코스)에있는동일장소인박물관,

기념비, 시청에도착할것이지만, 당신은훨씬더많은것을구경했을것이다. 당신은그도시의현

재의삶을느꼈을것이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버스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모험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에해당된다. 따라서 So be adventurous! 앞인 ②에들어가야자연스럽다. 

정답 01⑤ 02②

▶본문 p.118Reading Application

condition[k‰ndí∫Ân] 상태, 조건

reaffirm[rì;‰fÁ;÷m] 재차확인하다

circumstance[sÁ;÷k‰mst©ns]

환경

encounter[inkáunt‰÷] (우연히)

마주치다

literally[lítÂr‰li] 글자그대로

explicitly[iksplísitli] 명시적으로

grasp[græsp] 이해하다

authentic[∞;^èntik]실제의

adventurous[‰dvènt∫‰r‰s] 

모험적인

eventually[ivènt∫u‰li] 결국

site[sait] 장소, 위치

monument[m£nj‰m‰nt] 기념비

contemporary[k‰ntèmp‰réri]

당대의, 동시대인

명사를수식하는전치사구 ▶본문 p.1203

densely[dènsli] 조밀하게, 빽빽이

resistant[rizíst‰nt] 저항력이있는

invasion[invèi,Ân] 침공

give a lead 실마리를제공하다

pupil[pjù;pÂl] 동공

정답┃ 1. by insects / 조직이조밀한목재는벌레의공격을잘견딘다.  2. about her drawing
~ problem / 그녀는나에게그문제를해결할실마리를제공하는그녀의그림에관한이야기를말

해줬다.  3. of your eye, in the center of the colored circle / 눈의동공은색깔이있는동그

란곳중심에있는작은까만부분이다.

구문적용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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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ethnic[è^nik] 민족의

merge into ~로합해지다

harmonious[h°;÷móuni‰s]

조화로운

1. to / 당신이컴퓨터시스템에접근하기위해서는암호가필요하다.  2. over / 책을읽지않

으려하는사람은읽을능력이없는사람에비해어떤이점도가지지못한다.  3. from / 나는서로

다른민족출신의커플들이조화로운관계로합해지는것을보아왔다.

해석 ┃●나는존레논의노래를좋아한다. ●당신은그오래된건물의철거를계획하고있는가?

●나의아버지는축구동호회회원이셨다. ●그드레싱은요거트로만들어졌다.

●그남자들중두명이오늘결석했다. ●그가게는우리집에서 2마일이내에있다.

「명사＋of＋명사구」구문 ▶본문 p.1214
구문 up

diversity[daivÁ;÷s‰ti] 다양성

refer to ~을말하다

overgrazing[òuv‰÷grèizi\]

과도한방목

livestock[láivst¢k] 가축

result in ~의결과를초래하다

deterioration[ditíÂri‰réi∫Ân] 악화

immediate[imí;di‰t] 즉각적인

landscape[l®nÎskéip] 풍경

equipment[ikwípm‰nt] 장비

정답┃ 1. a sign / 명료한글쓰기는명료한사고의표시이다.  2. the variety / 서식지다양성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장소의 다양성을 말한다.  3. Overgrazing, further deterioration / 가축의

과도한방목은결과적으로토양의더심각한악화를초래했다.  4. the immediate effect / 모네는

빛의특정한특성들이풍경에미치는즉각적인영향을그려냈다.  5. the hard job / 교사들은우리

가실수를수정할수있도록우리의실수를지적하는어려운일을한다.  6. The introduction /

새로운장비의가정으로의도입은주거공간과그것이사용되는방식을반드시변화시킨다.

구문적용 training

1 [The densely structured wood] / is resistant / to invasion by insects.

조직이조밀한목재는 / 저항력이있다 / 벌레의공격에대한

2 She told me / a story / [about her drawing / [that gave a lead / to solve the problem]].

그녀는나에게말해줬다 / 어떤이야기를 / 그녀의그림에관한 / 실마리를제공하는 / 그문제를해결할

3 The pupil of your eye / is the little black spot / in the center / of the colored circle.

눈의동공은 / 작은검은지점이다 / 가운데에있는 / 색깔이있는동그란곳의

` 1 You need a password / to get access / to the computer system.

당신은암호가필요하다 / 접근하기위해 / 컴퓨터시스템에

2 A person / [who won’t read] / has no advantage / [over one who can’t read].

어떤사람은 / 읽으려하지않는 / 이점을가지지못한다 / 읽을수없는사람에비해

3 I’ve seen / couples / from different ethnic groups / merge into harmonious relationships.

나는보아왔다 / 커플들이 / 서로다른민족집단출신의 / 조화로운관계로합해지는것을

주어

부사(structured 수식)

전치사구(invasion 수식)

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전치사구(a story 수식) 주격 관계대명사절(her drawing 수식)

주어 전치사구(The pupil 수식) 전치사구(the little black spot 수식)

목적(~하기 위해) 전치사구(access를수식)

주격 관계대명사절

will(경향, 고집) 동사 전치사구(advantage 수식)주어

지각동사 목적격보어(동사원형)목적어 전치사구(couples 수식)

give a lead: 실마리를 제공하다

주격 관계대명사절(one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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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답과해설

03 정답 ⑤

전문해석┃내가일하고있는암연구센터를대표해서출장을갔을때나는밴이나를태우러공항에

오도록조처해두었다. 하지만운전사는나혹은내이름을몰랐기에그는암센터이름이써있는

표지판을들고출구에서있었다. 기다리는동안그운전사는탄산음료를샀고멍하니컵바닥에있

는얼음을흔들고있는데그때다른여행자가급히지나갔다. “좋은연구계속하세요.”라고그남자

가말했고컵밑바닥에 2달러짜리지폐를놓고는급히사라졌다. 

문제풀이┃운전사가 암 연구 센터 이름이 써 있는 표지판을 들고 음료수 컵을 소리나게 흔들고 있자 지나가

던사람이모금활동을하는것으로착각하여그에게돈을주고간상황이므로운전사는⑤‘̀당황스러웠을’것

이다. 

① 부러워하는 ②슬픈 ③무서워하는 ④동정적인

정답 03⑤ 04①

▶본문 p.122Reading Application

on behalf of ~을대표하여

arrange[‰rèinÎ,] 준비하다

gate[geit] 출구

absent-mindedly

[©bs‰ntmáindidli] 멍하니

bottom[b£t‰m] 밑바닥

keep up ~을게속하다

rush[r<∫] 급히움직이다

deposit[dip£zit] (어떤장소에) 놓다

04 정답 ①

전문해석┃ Iyengar와동료사회과학자인 Mark Lepper는식품의영역에서너무많은선택을제

공하는것의악영향이발생하는지를조사했다. 그들은고급슈퍼마켓에지나가는사람들이모두한

damaging effect 악영향

domain[do¨mèin] 영역

1 Clear writing / is a sign / of clear thinking.

명료한글쓰기는 / 표시이다 / 명료한사고의

2 Habitat diversity / refers to / the variety / [of places / where life exists].

서식지다양성은 / 말한다 / 다양성을 / 장소의 / 생명체가존재하는

3 Overgrazing / of livestock / resulted in / further deterioration / of the soil.

과도한방목은 / 가축의 / ~의결과를초래했다 / 더심각한악화를 / 토양의

4 Monet / painted the immediate effect / [of particular qualities of light / on the landscape].

모네는 / 즉각적인영향을그렸다 / 빛의특정한특성들의 / 풍경에미치는

5 Teachers / have the hard job / of pointing out our errors / so that we can correct them.

교사들은 / 어려운일을한다 / 우리의실수를지적하는 / 우리가그것들을수정할수있도록

6 The introduction / [of new equipment / into the home] / necessarily changes / the living  

space / and how it is used.

도입은 / 새로운장비의 / 집안으로의 / 반드시변화시킨다 / 주거공간과 / 그것이사용되는방식을

전치사구(a sign을 수식)

~을 말하다 전치사구(the variety를 수식)

전치사구(Overgrazing 수식)

effect on: ~에 미치는 영향

전치사구(further deterioration 수식)

전치사구(the immediate effect 수식)

so that＋주어＋can＋동사원형: ~할 수 있도록전치사구(the hard job 수식)

전치사구(The introduction 수식) 동사 목적어1

목적어2등위접속사

관계부사

= our errors

result in: ~의 결과를 초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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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형용사적수식어 77

정답과해설

제조사에의해만들어진다양한잼을시식할수있는진열대를마련했다. 연구과정전반에걸쳐, 연

구원들은제공되는잼의맛의수에변화를주어서, 6개또는 24개의맛이어떤특정시간에진열대

에서제공되었다. 그결과는두가지조건사이의분명하고정말놀라운차이를보여주었다. 광범위

한선택을할수있는진열대에접근했던사람들중 3%만이실제로잼을구입했다. 제한된선택을

할수있는진열대에접근했을때잼을구입했던 30%(의사람들)를그것과비교해보라.

문제풀이┃실험의 내용은 선택할 수 있는 잼의 가짓수를 달리 제공한 것이 실제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다. 더 구체적으로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잼의가짓수를많이두었을때오히려판매율이떨어졌다는것이

다. 따라서①‘너무많은선택을제공하는것’이빈칸에가장적절하다.

② 기준을낮추는것 ③판매시간을연장하는것

④필요로하는것보다더많이구입하는것 ⑤수요를부정적으로예측하는것

upscale[=pskéil] 고급의

passerby[p®s‰÷bai] 통행인

sample[s®mpÂl] 시식[시음]하다

manufacturer[m©nj‰f®kt∫‰r‰÷]

제조업자

vary[v¬Âri] 변화를주다

flavor[flèiv‰÷] 맛

astonishing[‰st£ni∫i\]

정말놀라운

contrast[k‰ntr®st] 대조하다

정답┃ 1. that “good-looking equals good” / ‘멋진 외모가 곧 선(善)이다’라는 무의식적인

가정이나를겁먹게만든다.  2. that fattening fast foods ~ positive experiences / 광고는살

이 찌게 하는 패스트푸드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3. that
they have wasted ~ in the past / 거의모든사람이자신이과거에상당한시간과잠재력을낭비

했다는불편한감정을지니고있다.  4. that individuals were ~ as they chose / 개인이자신의

삶에책임이있고자신이선택한대로자유롭게행동할수있다는그리스인들의신념은논쟁의전

통을촉진했다.  5.whether the Internet ~ isolating them / 우리는인터넷이사람들을통합시

키는도구일지아니면고립시키는도구일지의질문에대한답변을아직찾지못했다.

구문적용 training

동격절 ▶본문 p.1245

unconscious[>nk£n∫Âs]

무의식적인

assumption[‰s=mø∫Ân] 추정, 가정

scare[sk¡‰÷] ~를겁주다

fatten[f®tÂn] 살찌우다

potential[po¨tèn∫Âl] 잠재력

in charge of ~에대해책임이있는

fuel[fjù;‰l] 촉진시키다

have yet to-v 아직~하지않았다

integrate[ínt‰gréit] 통합시키다

isolate[áis‰léit] 고립시키다

1 The unconscious assumption / [that “good-looking equals good”] / scares me.

무의식적인가정이 / ‘멋진외모는선과같다’는 / 나를겁먹게만든다

2 Advertisements / have the message / [that fattening fast foods / promise immediate positive 

experiences].

광고들은 / 메시지를지닌다 / 살찌게하는패스트푸드가 / 즉각적이고긍정적인경험을약속한다는

3 Almost everyone / has the uneasy feeling / [that they have wasted / a good deal of their 

time / and their potential / in the past].

거의모든사람들이 / 불편한감정을가지고있다 / 그들이낭비했다는 / 상당한시간과 / 잠재력을 / 과거에

주어 동사동격절(The unconscious assumption 수식)

동격절(the message 수식)목적어

목적어 동격절(the uneasy feeling 수식)

their time과 their potential 연결

컨셉(구문독해)_해_Unit07-ok  2013.11.29 9:12 PM  페이지77   SinsagoHitec 



78 정답과해설

정답┃ 1. humans / 다행스럽게도, 우리인간은행동의일부를원래대로되돌릴수있다.  

2. the only place where light can get in / 동공은빛이들어올수있는유일한장소인눈의창

이다.  3. of wak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th an idea / 여러분은아마도한밤중에

어떤아이디어를 가지고깨어났던경험이있을것이다.  4. an area that attracts thousands of
tourists every year / 매년수천명의관광객을끌어들이는장소인 Meteora는그리스중부에위

치해있다.  5. of counting to ten before you react in anger / 화가나서반응하기전에열까

지세라는옛생각은여러분에게말해지고있는것에대해생각할시간을줌으로써스트레스를줄

일수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그가가장좋아하는스포츠인야구는그에게많은좋은친구들을가져다주었다.

●우리한국인들은쌀을주식으로한다. ●그는그의팀이이겼다는소식을들었다.

●그의흡연하는습관/ 뉴욕시

동격어구 ▶본문 p.1256
구문 up

fortunately[f≤;÷t∫Ân‰tli] 다행히도

undo[>ndù;] 원래대로돌려놓다

notion[nóu∫Ân] 개념

count[kaunt] 세다

reduce[ridΔù;s] 줄이다

4 The Greeks’ belief / [that individuals were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 and (individuals were) 

free to act / as they chose] / fueled a tradition / of debate.

그리스인들의신념이 / 개인이자기자신의삶에책임이있고 / 행동하는데자유롭다는 / 그들이선택하는대로 / 전통

을촉진했다 / 논쟁의

5 One / has yet to find an answer / to the question / [whether the Internet will be 

an instrument / for integrating people / or isolating them].

우리는 / 아직답변을찾지못했다 / 그질문에대한 / 인터넷이도구가될것인지에대한 / 사람들을통합시키는 / 아니

면그들을고립시키는

주어 동격절(The Greeks’belief 수식)

접속사: ~하는 대로

be in charge of: ~에 대해 책임이 있다 생략

동사

have yet to-v: 아직 ~하지 못했다 ~에 대한 답변[해결책]

integrating people과 isolating them 연결

동격절(the question 수식)

1 Fortunately, / we humans / are able to undo / some of our actions.

다행스럽게도 / 우리인간은 / 원래대로되돌릴수있다 / 우리행동의일부를

2 The pupil / is the window of your eye, / [the only place / [where light can get in]].

동공은 / 눈의창이다 / 유일한장소인 / 빛이들어올수있는

be able to: ~할 수 있다we와 동격

the window of your eye와 동격 관계부사절(the only place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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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형용사적수식어 79

정답과해설

05 정답 ④

전문해석┃단체정신을형성하고유지하는것은여러분이궁극적으로여러분의성공에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그러한 실수들이

나쁜습관이되지않도록발전시키기위해노력해야한다. 실수에대한소유권을가짐으로써, 여러

분은성숙함을보여주고있는것인데, 그것이단체정신과화합, 그리고성공을만들어낸다. 여러

분은자신과팀동료, 그리고코치에대한존중을보여주고, 여러분이승리에전념하고있다는메시

지를전달하고있는것이다. (목표를세울때여러분이더구체적이될수록, 목표를달성할가능성은

더나아진다.) 여러분의실수를인정하고그실수에대해다른사람들을비난하지않음으로써, 여러

분은다른사람들이여러분에게솔직해지고여러분을존경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있는것이고

그래서여러분과여러분의팀이성공을즐길가능성은급격히증가한다.

문제풀이┃단체정신을형성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자신의실수를인정할줄알아야한다는것이글의요지

이다. ④는 구체적으로목표를세우는것의필요성에대해언급하고있으므로, ④가 전체 흐름과관계없는문

장이다.

정답 05④ 06④

▶본문 p.126Reading Application

maintain[meintèin] 유지하다

ultimately[=lt‰mitli] 궁극적으로

ownership[óun‰÷∫ìp] 소유권

maturity[m‰tΔùÂr‰ti] 성숙함

cohesion[ko¨hí;,Ân] 화합

commit[k‰mít] 전념하다

specific[spisífik] 구체적인

atmosphere[®tm‰sfì‰÷] 분위기

dramatically[dr‰m®tik‰li]

급격히, 극적으로

3 You / have probably had the experience / of waking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 with 

an idea.

여러분은 / 아마도경험이있을것이다 / 한밤중에깨어났던 / 아이디어를가지고

4 Meteora, / [an area / that attracts thousands of tourists / every year], / is situated / in 

central Greece.
Meteora는 / 장소인 / 수천명의관광객을끌어들이는 / 매년 / 위치해있다 / 그리스중부에

5 The old notion / of counting to ten / before you react in anger / can reduce stress / by  

giving you / time to think / about what is being said.

옛개념은 / 열까지세라는 / 화가나서반응하기전에 / 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 / 여러분에게제공함으로써 / 생각할

시간을 / 말해지고있는것에대해

the experience와 동격

주어 Meteora와 동격 관계대명사절(an area 수식) 동사(수동태)

주어 The old notion과동격 동사

by＋v-ing: ~함으로써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to부정사구(time 수식)

06 정답 ④

전문해석┃모든연구자들이중년을구성하는것에대해의견이일치하는것은아니다. 그들중대부

분은 중년이 45세에서 65세 사이의 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중년이 35세에서

70세사이의나이를포괄한다고주장한다. 최근의한조사는대부분의사람들이중년을나이에의

해서라기보다는오히려인생의이정표들, 즉그들이해내고이루어낸것들로정의한다는것을발견

majority[m‰d,≤(;)r‰ti] 다수

survey[s‰;÷vèi] 조사

state[steit] 언급하다, 진술하다

deepen[dí;pÂn] 깊게하다

constitute[k£nstitjú;t] 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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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정답과해설

01 정답 ④

전문해석┃비행기가공기를가르며움직일때, 공기는날개의표면을타고지나간다. 날개들은곡선

모양의위표면과더평평한아래표면을가지고있는형태로되어있는데, 이것은날개의윗부분을

타고지나가는공기가날개밑의그것보다다소더빠르게지나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

날개위의기압을낮추고, 반면에아래의기압은올라가게하여, 최종결과는비행기를공중에있게

하는상승력이다. 꼬리표면들은적당한양의상승력을주기위해날개를적절한각도로유지한다.

비행기를추진시키는힘은엔진에서나올수있다.

문제풀이┃날개, 꼬리, 그리고 엔진의 적절한 작용을 통해 비행기가 날게 되는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④‘̀비행기는어떻게나는가?’가이글의제목으로적절하다.

① 누가비행기를발명했는가?  ② 바람과기후변화 ③새로운비행기의출현 ⑤가장빠른교통수단

구문풀이┃ 2행 These are shaped with a curved top surface and a flatter lower surface, 

[which means [that air passing over the top of the wing has to travel a 

little faster than that below the wing]]. 

02 정답 ⑤

전문해석┃이따금씩동식물들이죽을때그들의사체일부가바위에보존된다. 이것들은화석이라

고불린다. 화석은이빨이나, 뼈, 잎사귀, 씨, 또는단단한것이면어떤것이든될수있다. 화석들은

우리가지구의역사를이해하는데중요하다. 과학자들은화석들을이용하여수백만년전에생물

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것들은 과학자들에게 선사시대에 어떤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살았었는지 알려 준다. 그것들은 또한 그것들이 언제

살았었는지에대한뭔가를말해준다. 지각층에서의화석의위치에따라과학자들은어느동물들이

다른동물들이전에살았고어떤동물들이동시대에살았는지알아낼수있다.

surface[sÁ;÷fis] 표면

shape[∫eip] 모양을만들다

curved[k‰;÷vd] 구부러진, 곡선 모

양의

end result 최종결과

lift[lift] 상승력

angle[®\gl] 각도

propel[pr‰pèl] 추진시키다, 나아

가게하다

정답 01④ 02⑤ 03④ 04② 05④ 06④

▶본문 p.128Test실전Unit
07

preserve[prizÁ;÷v] 보존하다

fossil[f£sl] 화석

seed[si;d] 씨

prehistoric[prì;hist≤(;)rik]

선사시대의

depending on ~에따라

layer[lèi‰÷] 층, 겹쳐쌓음

earth’s crust 지각

했다. 조사에응한사람들의대다수가중년은사람들이다른사람과의관계를깊게하는시기라고

말했다.예를들어, 84퍼센트가중년은가족및친구들과더가까워지고, 관대해지고, 자기자신보

다남들을더많이생각하는시기라고말했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의 the survey는 ④ 앞에 나오는 A recent survey를 가리키고, 중년이 다른 사람

과의관계를깊게하는시기라는예가④이후에나오는것으로보아주어진문장은④에들어가야한다. 

define[difáin] 정의하다

landmark[l®nÎm°;÷k] 획기적인

사건

accomplish[‰k£mpli∫] 성취하다

수동태 타동사means의목적어인명사절을이끄는접속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앞문장이 선행사(= and it) air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air

Reading Skill

●명사를길게만드는요소들을파악하라

분사(구), 형용사(구), 부정사(구), 전치사구등이명사를수식하여결과적으로긴명사구를만드는경우들이있다. 수식어구와수식을받는명사(구)를 함께

크게묶어라. 그러면문장의구조는단순해지고, 그런다음덩어리지은부분의구조와의미를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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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문제풀이┃이글은화석이지구의역사를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과학자들의화석연구를

중심으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이글의주제로는⑤‘화석의역사적중요성’이적절하다.

① 화석이형성되는방법 ②화석연구의어려움 ③화석이될수있는것들 ④선사시대의삶

구문풀이┃ 4행 Scientists can use fossils / to form a picture / of what life was like / 

millions of years ago. 
▶What ~ like?는‘어떠한사람[일, 것]인가, (상태·형편이) 어떠한가?’로해석하며, 여기에서는간접

의문문으로쓰여「what＋주어＋동사＋like」형태가되었다.

figure out ~을알아내다

03 정답 ④

전문해석┃여러분에게다행스럽게도여러분의몸은해로운병균과화학물질을퇴치한다. 여러분의

몸이이렇게하는방식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포식자의침입을받은개미집을생각해보라. 침입

자가어린새끼를잡아먹거나다큰개미를공격하기위해오면개미집단의구성원들은이에저항

한다. 그들은서로에게경보의역할을하는화학적메시지를보내고, 그들은침입자에게달려들어

그것을물고멀리이동시킨다. 여러분의신체도침입하는병균에대해이와매우유사한방식으로

반응한다. 과학자들이미생물이라부르는병균들은실제로오직현미경으로만볼수있는아주작

은유기체다. 사람의신체는몸안에면역체계라불리는방어체계를갖고있는데이것이미생물에

의해생기는질병에저항한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에서 the same way는 개미가 침입자를 물리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미들

이침입자를물리치는내용이끝나고사람의신체방어기제에관한내용이시작되는④가주어진문장이들어

갈자리로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7행 Germs, / [which scientists call microbes], / are actually very small 

organisms / [that can be seen only under a microscope]. 

invade[invèid] 침입하다

germ[d,‰;÷m] 병균

fight off ~을격퇴[퇴치]하다

chemical[kèmikÂl] 화학물질

predator[prèd‰t‰÷] 약탈자, 육식

동물

intruder[intrù;d‰÷] 침입자

colony[k£l‰ni] 집단, 식민지

resist[rizíst] 견디다, 저항하다

organism[≤;÷g‰nìzÂm] 유기체

built-in[bíltín] 박아 넣은, 붙박이

로만들어진

immune system 면역체계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서 life: 집합적 의미로

‘생물’이라는 뜻

주어 관계대명사(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제한적 용법, very small organisms를 수식)

동사(주어와 동사 수 일치)

04 정답 ②

전문해석┃관광산업 전체가 서식지와 종이 사라지면서 위협받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은 1988
년개발도상국에서여행과관광에의해얻어진 550억달러중에, 대략 120억달러가생태관광에

의해얻어진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야생생물이나개발되지않은자연풍경을즐길특정목적을

지닌관광인생태관광은빠르게성장하고있는부문이다. 갈라파고스군도와같은몇몇관광목적

지에서, 이지역의야생생물은중요한 (관광객을끄는) 명물이다. 하지만, 관광객의주된목적이야

생생물을보는것이아닌곳에서조차도, 여행중에한두번야생생물을볼수있는기회는관광목적

지의선택에영향을끼칠수있다. 생태관광시장은양질의환경없이는지속될수없다.

문제풀이┃관광산업, 특히 갈수록 비중이 커져가는 생태관광이 서식지와 종이 사라지면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글의요지이다. 따라서②‘양질의환경’이빈칸에들어갈말로가장적절하다.

① 강한종교적신념 ③여행객의기본적인안전을보장하는것

④견실한경제적토대 ⑤지역민들의경제적인성공

구문풀이┃ 4행 Eco-tourism — / that is, tourism with the specific intention of 

enjoying wildlife or undeveloped natural landscapes / — is a rapidly 

growing sector.

segment[sègm‰nt] 부분

threaten[^rètn] 위협하다

species[spí;∫i(;)z] 종

estimate[èst‰méit] 추정하다

due to ~때문에

specific[spisífik] 특정한

intention[intèn∫Ân] 목적, 의도

sector[sèkt‰÷] 부문, 부분

destination[dést‰nèi∫Ân] 목적지

attraction[‰tr®k∫Ân] (사람을 끄

는) 명물

primary[práiméri] 주된

influence[ínflu‰ns] 영향을끼치다

sustain[s‰stèin] 지속시키다

주어 삽입구(Eco-tourism과 동격)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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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답과해설

Reading Skill

●삽입구나삽입절이포함된문장의해석

「A, B, C」와같은형태로 B가삽입되어있는문장은일단 B를제외하고 A와 C를연결하여문장구조를확인하면서해석한다. 대체로 A가주어부, C가

서술부가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 B를 A에대한부연설명으로추가하여해석을마무리한다.

05 정답 ④

전문해석┃ 1944년 7월 20일에, 독일군의참모장인대령 Claus von Stauffenberg는폭탄이들

어있는그의서류가방을그독재자(히틀러)의비밀지하벙커인 Wolfs Lair에있는탁자아래에

놓아둠으로써아돌프히틀러를암살하려고시도했다. 그는단 5분이걸리는도화선을가진 2파운드

(0.9kg)의폭탄을가까스로놓아두고는자리를떠났다. 그가벙커를떠났을때, 다른참모가우연히

그서류가방을두꺼운철로된탁자지지대로찼는데, 이것(지지대)이방패역학을했다. 폭탄이폭

발했을때, Adolf Hitler는그의의도하지않은도움덕분에생존할수있었다. Stauffenberg는
정말운이없었다. 그는체포되어처형당했다. 그의계획이망쳐지지않았다면, 2차세계대전이얼

마나훨씬더일찍끝났을지누가알겠는가?

문제풀이┃④는 우연히 Stauffenberg가 놓아둔 가방을 발로 차서 히틀러가 목숨을 건지는 데 도움을 준

다른참모를지칭하지만, 나머지는 Stauffenberg를지칭한다. 따라서④가정답이다.

구문풀이┃ 6행 ~ against a thick iron table support, / which acted as a shield.

9행 Had his plan not been bungled, / who knows ~

colonel[kÁ;÷nÂl] 대령

assassinate[‰s®s‰néit] 암살하다

lair[l¡‰÷] 은신처

fuhrer[fjù‰r‰÷] 독재자, 지도자

position[p‰zí∫Ân] 놓아두다

lb[líbr‰, elbi] 파운드

fuse[fju;z] 도화선

accidentally[©ks‰dènt‰li] 우연히

shield[∫i;ld] 방패

unintended[>nintèndid] 의도

하지않은

arrest[‰rèst] 체포하다

execute[èksikjú;t] 처형하다

bungle[b=\gÂl] 망치다
= and it(= a thick iron table support)

= If his plan had not been bungled

Reading Skill

●if절에서 if의생략

조건절에서 if가생략되면주어와동사가도치된다. 따라서 if가생략되고도치가된절의경우에는 if를염두에두고의미를이해하도록한다.

If＋S＋had＋p.p. ~ → Had＋S＋p.p. ~

If＋S＋were to＋동사원형~ → Were＋S＋to＋동사원형~

If＋S＋should＋동사원형~ → Should＋S＋동사원형~

06 정답 ④

전문해석┃어휘력을향상하는것은정말로여러분의지능을높인다. 보통사람이말할때쓰는어휘

는대략 1,000단어이고뇌에공급하는데이용가능한어휘의수는 300만개가넘는다. 그러니향

상을위한엄청난여지가있다. 여러분의어휘의폭이넓을수록, 그것은대화, 독서, 그리고글쓰기

도중에세포의상호작용에불을붙여더뇌를자극하게될것이다. 폭넓은어휘력은여러분에게학

교공부, 사업, 그리고사회적상황에서이점을제공한다.이것은여러분이더복잡한것에대해정

확하게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 언어유창성은여러분에게압박을받고있을때더빠르게생각하

고강압하에서도더침착하게말할수있는이중의이점을제공해줄것이다.

advantage[‰dv®ntid,] 이점

plain and simple 정말로

feed[fi;d] ~에공급하다

scope[skoup] 여지

improvement[imprù;vm‰nt]

향상, 개선

stimulate[stímj‰léit] 자극하다

fire[fai‰÷] 불을붙이다, 자극하다

7행 However, / even where the tourist’s primary aim / is not to see wildlife, 

/ the opportunity / [to do so] once or twice / during the trip / may 

influence the choice of destination.
주어

동사

~하는 곳

= see wil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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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1 정답 ③

전문해석┃노르만정복때까지, 영국인들은고대영어로말을했다. 노르만사람들은일종의불어를

말했는데, 그들은교양있는사람들의언어로서불어의사용을고집했다. 지배계급의대부분은오

로지불어만사용했다. 완전히새로운언어가발전할때까지, 평민들과귀족들이사용하는언어는

오랜시간에걸쳐더가까워졌다. 이러한혼합형태에서유래한현대영어는색슨족의어휘와불어

어휘의알아볼수있을만한정도의흔적들을여전히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cow’라는단어는

색슨족의단어에서유래한반면, ‘beef’라는단어는불어단어와관련이있다.

문제풀이┃① 정관사 the가 앞에 위치하고 있고,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of가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명사인 use를사용하는것이맞다. 

② 문맥상‘지배하는계급’의의미이므로능동의의미인 ruling이맞다. ruled classes는‘피지배계급’이란

뜻이다.

③ 수식을받는명사(the languages)와 수동관계이므로 speaking을과거분사 spoken으로바꾸어야한다.

④ 주어가 Modern English이므로동사는단수형인 contains를사용해야한다. 

⑤ be related to는‘~와관련〔관계〕이있다’는뜻이다.

정답 01 ③ 02 ① ▶본문 p.131

conquest[k£nkwest] 정복

insist on ~을고집하다

educated[èd,ukéitid] 교육받은,

교양있는

ruling classes 지배계급

nothing else but 단지

nobility[no¨bíl‰ti] 귀족

evolve[iv£lv] 발달하다

descend[disènd] 유래하다

문제풀이┃④ 뒤의 문장의 This는 주어진 문장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주어진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④가주어진문장이들어갈위치로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6행 The broader your vocabulary, the more it will stimulate the brain ~.

9행 Verbal fluency will give you the double advantage of thinking more 

quickly under pressure and talking more composedly under duress.

interaction[ìnt‰r®k∫Ân] 상호작용

precisely[prisáisli] 정확하게

verbal fluency 언어유창성

pressure[prè∫‰÷] 압력, 압박

composedly[k‰mpóuzidli]

침착하게

duress[dΔuÂrès] 강압, 협박

the＋비교급 ~, the＋비교급 ...: ~할수록 더 …하다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전치사구(명사구인 the double advantage 수식)

02 정답 ①

전문해석┃많은사람들이청각장애로고통받는다. 이런장애를가지고태어나면, 아이들은자신이

만들어내는소리를들을수없기때문에또렷하게말하는법을배우기어렵다. 귀가들리지않는아

이들은아이의얼굴과교사의얼굴사이에놓인풍선의도움으로말하는법을배울수있다. 교사가

말을할때, 아이는풍선의음향진동소리를느낄수있다. 심하게귀가들리지않는사람들은수화

로의사소통을하는법을배울수있다. 그들은이방법으로훈련을받은다른사람들과또렷이‘말

을할’수있다. 

문제풀이┃ (A) to learn이 진주어이고, for them은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따라서, 가주어 it이 필요

하다.

(B)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인 a balloon은‘놓여지는’것이므로 수동태인 is held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C) 수식을받는명사인 other people은‘훈련받는’것이므로과거분사 trained가적절하다.

impairment[imp¬‰÷m‰nt] 장애

deaf[def] 귀가먼

vibration[vaibrèi∫Ân] 진동

profoundly[pr‰fáundli] 심하게

sign language

수화, 몸짓[손짓]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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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정답과해설

1 [Although French law / prohibits recruiting foreign soldiers / to fight for France], / the 

Internet has made / that restriction meaningless.

비록프랑스법이 / 외국인병사를모집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만 / 프랑스를위해싸우는 / 인터넷이만들었다 / 그런

제한을의미없게

2 Her pain was so intolerable / [that she was having thoughts / of ending her life].

그녀의고통은너무견딜수없어서 / 그녀는생각하고있었다 / 목숨을끝낼까하는

3 [When he saw the picture], / he felt / [that if he were not busy, / he could go there].

그가그그림을보았을때 / 그는느꼈다 / 만약그가바쁘지않다면 / 그곳에갈수있다고

` 1 You can’t fully appreciate / your surroundings / [until you understand / the rules of nature].

당신은충분히이해할수없다 / 당신의주변환경을 / 당신이이해할때까지 / 자연의규칙을

2 We can also teach children / [that no matter what happens / to our bodies or our minds, / 

our souls remain whole].

우리는또한아이들에게가르칠수있다 / 무슨일이생기더라도 / 우리몸과우리정신에 / 우리영혼은전체로서남아

있다는것을

3 You’d better keep walking / [lest you should fall asleep] / [when you’re strayed in a mountain].

당신은계속걷는것이좋다 / 잠이들지않도록 / 산에서길을잃었을때

동사

부사절(시간) 부사절(조건)

목적어 목적격보어주어

부사절(결과)

not ~ until ...: …해서야비로소~하다

IO DO

that절의주어

계속해서~하다 부사절1(lest ~ should: ~하지않도록) 부사절2

동사

no matter what: 무엇이~할지라도(양보)

부사절

부사절(양보) ~하는것을금지하다 foreign soldiers 수식

정답┃ 1. Although French law prohibits recruiting foreign soldiers to fight for
France / 비록프랑스법이프랑스를위해싸울외국인병사를모집하는것을금지하고있지만, 인

터넷이그런제한을의미없게만들었다.  2. that she was having thoughts of ending her life
/ 그녀의고통이너무견딜수없어서그녀는목숨을끝낼까생각하고있었다.  3.When he saw
the picture, if he were not busy / 그가그그림을보았을때, 그는만약그가바쁘지않다면그

곳에갈수있을거라고느꼈다. 1. until / 당신은자연의규칙을이해하고나서야비로소주변

환경을충분히깊이이해할수있다.  2.what / 우리는또한아이들에게우리몸과정신에무슨일

이생기더라도우리영혼은전체로서남아있다는것을가르칠수있다.  3. lest / 당신은산에서길

을잃었을때잠이들지않도록계속걷는것이좋다.

부사적수식어Unit
08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본문 p.1321

구문적용 training

prohibit[pro¨híbit] 금지하다

recruit[rikrù;t] 모집하다

restriction[ristrík∫Ân] 제한, 제약

intolerable[int£l‰r‰bÂl] 참을 수

없는

appreciate[‰prí;∫iéit] 이해하다

surrounding[s‰ráundi\] 주변

환경

remain[rimèin] 남아있다

너무~해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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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8부사적수식어 85

정답과해설

정답┃ 1. before the gate of the castle slid open / 우리가문고리에손을대자마자그성의

대문이미끄러지며열렸다.  2. even if you come in late as long as you come in quietly /

네가조용히만들어온다면늦게들어와도나는상관하지않는다.  3. By the time we get to the
cinema / 서둘러! 우리가영화관에도착할때쯤이면영화는이미시작했을거야.

1. the moment / 머리가베개에닿자마자잠드는능력에대해자랑스러워하는한노인이있었

다.  2.Once / 일단초고가당신의가장잘쓴글이아니라는것을스스로에게확신시킨다면시작

하는것이쉬워질것이다.  3. as long as / 내가내인생의마지막까지살아있는한그날을잊지

못할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접속사 기능을 하는 어구들 ▶본문 p.1332

knob[n°b] 손잡이

slide[slaid] 미끄러지다

quietly[kwái‰tli] 조용히

intensely[intènsli] 극도로, 맹렬

하게

pillow[pílou] 베개

convince[k‰nvíns] 확신시키다

first draft 초고, 초안

1 Hardly had we touched the knob / before the gate of the castle / slid open.

우리가문고리에손을대자마자 / 그성의대문이 / 미끄러지면서열렸다

2 I don’t mind / [even if you come in late / as long as you come in quietly].

나는상관하지않는다 / 네가늦게들어와도 / 네가조용히들어오는한

3 Hurry up! // [By the time we get to the cinema], / the film will already have started. 

서둘러 // 우리가영화관에도착할때쯤이면 / 영화는이미시작했을것이다

` 1 There was an old man / [who was intensely proud / of his ability to sleep / [the moment his 

head touched the pillow]]. 
한노인이있었다 / 매우자랑스러워하는 / 자신의잠드는능력을 / 머리가베개에닿자마자

2 [Once you can convince yourself / that the first draft isn’t your best writing], / then it will be

easier / to get started. 

일단스스로에게확신시킬수있다면 / 초고가당신의가장잘쓴글이아니라는것을 / 그렇다면쉬워질것이다 / 시작

하는것이

3 I shall not forget that day / [as long as I live / to the end of my life]. 

나는그날을잊지못할것이다 / 내가살아있는한 / 내인생의마지막까지

Hardly ~ before[when] ...: ~하자마자…하다

부사가문두에위치한이유로도치됨

정답 01① 02⑤

▶본문 p.134Reading Application

self-conscious[sélfk£n∫‰s]

(남의) 이목을꺼리는

01 정답 ①

전문해석┃당신이더어렸을때, 당신은당신의감정과필요를표현하기위해종종울었다. 이제당

신은나이를더먹었으니까당신은아마사람들이당신의눈물을보게두는것에대해좀더꺼릴것

~할때쯤 will have p.p.(미래완료시제)

~일지라도 ~하는한

선행사 주격관계대명사절 to부정사의형용사적용법 ~하는순간, ~하자마자

~하는한

일단~하면 명사절(convince의직접목적어) 가주어

진주어(to부정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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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답과해설

02 정답 ⑤

전문해석┃마침내 Charlotte이 Anne과함께떠났다. 어제나는 Charlotte으로부터편지한통을

받았다. ‘우리는호텔에도착하자마자해변으로달려갔어요. Anne은해변에서당나귀를탔어요.’

라고편지에써있었다. ‘그애는매우기분이좋았어요, 아빠. 그 후에우리는멋진교회인 York
대성당을방문했어요. Anne은만일인간이그렇게아름다운것을만들수있다면신의집은얼마

나 아름다울까라고 속삭였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해변에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28일에

Anne은너무아파서외출할수없었어요. 그녀는오후 2시에조용히숨을거두었어요. 그녀는바

다가까이에있는묘지에묻힐거예요.’

문제풀이┃딸 Charlotte이필자에게보낸편지내용이포함된글이다. Anne이죽기전에바닷가에가서함

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조용한 임종을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슬픈(sorrowful)’분위기임을

알수있다. 

① 긴급한 ②희망적인 ③비판적인 ④무시무시한

go away 떠나다

ride[raid] 타다(-rode-ridden)

donkey[d£\ki] 당나귀

afterwards[®ft‰÷w‰÷dz] 나중에

whisper[hwísp‰÷] 속삭이다

bury[bèri] 묻다, 매장하다

graveyard[grèivj¢;÷d] 묘지

정답┃ 1.Glancing at her beautiful neck with a diamond necklace on it / 다이아몬드목

걸이를하고있는그녀의아름다운목을힐끗보고, 그는부끄러워했다.  2.Not having a car in
the remote countryside / 외딴시골에서차를갖고있지않았기때문에그녀는그녀의엄마를자

주찾아뵐수없었다. 1.Knowing / 그는여행중에음식을살수없을것이라는걸알고있었

기때문에많은음식물을가져갔다.  2. being / 친구를살수있는가게는없기때문에, 금전지향

적인사회에사는사람들은더이상친구가없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어찌할바를몰라서그녀는내조언을구하러왔다.

●날씨가좋다면나는내일아침출발할것이다.

분사구문 ▶본문 p.1363
구문 up

glance[glæns] 힐끗보다

remote[rimóut] 멀리떨어진, 외딴

journey[d,Á;÷ni] 여행, 여정

supply[s‰plái] 공급하다, 공급(품)

money-oriented

[m=ni≤;ri‰ntid] 금전지향적인

society[s‰sái‰ti] 사회

이다. 만일당신이소년이라면당신은“사내아이는울지않는거야.”라는말을들었을지도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소년이든 소녀이든 간에 당신은 우는 것이 어른스럽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우는것은당신의감정을발산하는한가지방법이다. 당신은슬프거나화날때또는감상적

인영화를보고있을지라도울수있다. 눈물을흘리기에너무나이가든사람은아무도없다.  

문제풀이┃빈칸 뒤에서 나이가 들어도 슬프거나 감상적인 영화를 볼 때 울 수도 있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에

나이는 상관없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감정을 발산하는’한 가지

방법이라고해야문맥이자연스럽다. 

② 오로지귀찮음을표현하는 ③현명한결정들을내리는것을피하는

④자제심에의해억제되는 ⑤어린시절의당신자신을표현하는

mature[m‰tjù‰÷] 성숙한

sentimental[séntimèntÂl]

감상적인

grown-up[gróun>p] 성숙한, 

어른스러운

shed[∫ed] 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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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8부사적수식어 87

정답과해설

정답┃ 1. with white smoke pouring out / 그 차는하얀연기를내뿜으며바리케이드(방책)

에돌진하였다.  2. awaiting a reply / 그경찰관은아무대답도하지않았지만, 그녀는대답을기

다리며그를쳐다보았다.  3.with her eyes shining with joy / 그여자는기쁨으로눈을반짝이

며돌아온아들을맞이했다. 1. getting / 화가난그여자는발로차서문을열고, 그와싸울

준비를하였다.  2. burning / 지난밤에끔찍한화재가발생하여 20채의집을전소시켰다.  

3. carved / 슬픔은당신의뇌에서앞으로언젠가잊혀지지만가슴에새겨진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음식을입에물고말하지마라. ●다섯살인그녀는불을끈상태로잠을잘수없었다.

●그는벽에등을기댄채서있었다. ●Anne은눈을감은채음악을듣고있었다.

●Anne은눈물을흘리면서나에게소리쳤다.

부대상황을나타내는분사구문 ▶본문 p.137 4
구문 up

dash[dæ∫] 급속히움직이다

barricade[b®r‰kéid] 바리케이

드, 장애물

pour out 쏟아져나오다

await[‰wèit] 기다리다

reply[riplái] 대답, 응답

greet[gri;t] 맞다, 환영하다

return[ritÁ;÷n] 돌아오다

sorrow[s£rou] 슬픔

carve[k°;÷v] 새기다, 새겨넣다

1 Glancing at her beautiful neck / with a diamond necklace on it, / he felt shy.

그녀의아름다운목을힐끗보고 / 다이아몬드목걸이를하고있는 / 그는부끄러워했다

2 Not having a car / in the remote countryside, / she was not able to visit / her mother / often.

차를갖고있지않았기때문에 / 외딴시골에서 / 그녀는찾아뵐수없었다 / 그녀의엄마를 / 자주

` 1 Knowing / that he wouldn’t be able to buy food / on his journey, / he took large supplies 

with him.
알고있었기때문에 / 음식을살수없을것이라는걸 / 여행중에 / 그는많은음식물을가져갔다

2 There being no stores / where you can buy friends, / people in a money-oriented society / 

no longer have friends.
가게가없기때문에 / 친구를살수있는 / 금전지향적인사회에사는사람들은 / 더이상친구가없다

‘시간’의분사구문(= When he glanced~)

‘이유’의분사구문(̀= Because he knew ~)  

‘이유’의분사구문부정(= Because she didn’t have ~)

‘이유’의분사구문(̀= Because there are ~)  주어

선행사 stores를수식하는관계부사

1 The car dashed to the barricade / with white smoke pouring out.

그차는바리케이드로돌진하였다 / 하얀연기를내뿜으며

~로돌진하다 분사구문(부대상황: ~을…한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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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정답과해설

03 정답 ②

전문해석┃몇몇나라에서, 반딧불이의수가줄어들고있다. 증거에따르면 1950년대혹은그이전

부터영국의반딧불이개체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시사한다. (B) 가능한감소의원인에는

서식지파괴, 오염, 기후변화가포함된다. 위에수천에이커의목초지가조성되어반딧불이서식지

가점차서로격리되어왔다. (A) 농약과비료의광범위한사용또한반딧불이를멸종위기에처하

게했을지도모른다. 먹이사슬의맨위에있기때문에반딧불이는그것이먹고사는달팽이가먹은

오염물질이라면어떤것이든지빨아들이는것같다. (C) 강우와여타의기후패턴에미치는지구

온난화의영향또한반딧불이가사라지는데하나의역할을하고있을지도모른다. 하지만반딧불

이가점진적으로줄어드는원인이명확해지기전까지훨씬더많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문제풀이┃반딧불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기술한 글로, (B)에서 첫 번째 이유를 기술하고, (A)에서

는 also가 단서가 되어 두 번째 이유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에서도 세 번째 이유를 기술하는데

여기에서도 also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C)의 두 번째 문장에서 반딧불이가 줄어들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연

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고있으므로글의흐름상마지막위치에와야한다.

정답 03② 04①

▶본문 p.138Reading Application

pesticide[pèstisàid] 살충제; 농약

fertilizer[fÁ;÷tÂlàiz‰÷] 비료

endanger[indèinÎ,‰÷] 멸종 위

기에처하게하다

absorb[‰bs≤;÷b]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pollutant[p‰lù;tÂnt] 오염물질

snail[sneil] 달팽이

feed on ~을먹고살다

habitat[h®bit©t] 서식지

grassland[gr®sl©nd] 풀밭; 목

초지

disappearance[dìs‰pí(;)ÂrÂns]

사라짐, 실종

04 정답 ①

전문해석┃좋은발상은종종정말로황당한질문에서시작된다. Bill Bowerman은어느날아침

식사를만들고있었다. 아들을위해와플을만들면서서있을때그는만약와플만드는기계에고무

를붓는다면어떻게될까궁금해졌다. 나중에그는그것을시도했고결과는우리가오늘날보는대

부분의운동화밑창처럼보이는것이었다. 그러나그가이아이디어를기존의여러신발회사에가

wonder[w=nd‰÷] 궁금해하다

pour[p∞;÷] 붓다

waffle iron 와플만드는기계

bottom[b£t‰m] 밑바닥, 밑창

2 The policeman answered nothing, / but she looked at him, / awaiting a reply.

그경찰관은아무대답도하지않았다 / 하지만그녀는그를쳐다보았다 / 대답을기다리며

3 The woman greeted her returning son / with her eyes shining with joy.

그녀는돌아오는아들을맞이했다 / 기쁨으로눈을반짝이며

` 1 The angry woman / kicked the door open, / getting ready to fight with him.

화가난그여자는 / 발로차서문을열고 / 그와싸울준비를하였다

2 A terrible fire / broke out last night, / burning down twenty houses.

끔찍한화재가 / 지난밤에발생하여 / 20채의집을전소시켰다

3 Sorrows are forgotten / in your brain / sometime in the future, / carved in your heart. 

슬픔들은잊혀진다 / 당신의뇌에서 / 앞으로언젠가 / 하지만가슴에새겨진다

분사구문의주어 분사구문(부대상황: ~하면서)

분사구문(with＋명사＋분사: ~을…한채로)

분사구문(부대상황: ~하고…하다)

발생하다

분사구문(대조: (~이지만) …하다)

분사구문(결과: (~해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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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8부사적수식어 89

정답과해설

지고갔을때, 그는말그대로비웃음을당했다. 사실상모든회사가그를거절했다. 비록다소좌절

하긴했지만, Bowerman은인내했고이어서자신의회사를설립하여NIKE 운동화를만들었다.

문제풀이┃‘와플만드는기계에고무를붓는다면어떻게될까’하는‘황당한 질문’에서운동화밑창을 만드는

아이디어를얻고, 결국 유명한운동화회사인 NIKE를설립하게되었다는내용의글이다. 

② 지루한실험 ③분주한순간 ④이상한사고 ⑤오랜관찰

existing[igzísti\] 존재하는, 기존의

literally[lítÂr‰li] 말그대로

laugh at ~을비웃다

turn down ~을거절하다

persevere[pË;÷s‰ví‰÷] 견디다

athletic[æ^lètik] 운동경기용의

정답┃ 1. to see if she was still there / 나는더가까이가서, 그녀가여전히그곳에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녀에게 내 눈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고 싶었다.  2. to
share things with others, to feel lonely / 다른사람과물건공유하기를꺼리는사람들은외로

움을느끼기쉽다. 1. to feel / 나는분개심과두려움에너무나소진되어서암진단의고통을

느낄수없었다.  2. to protect / 네일은그녀를사랑하고, 그녀를보호하기위해네에너지를사용

하고, 그녀의웃음을즐기는것이다.  3. to believe / 그축구선수가자신의코치를비난했다는소

문은믿기아주힘들었다.

구문적용 training

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구 ▶본문 p.1405

reluctant[ril=kt‰nt] 꺼리는, 주저

하는

share[∫¡‰÷] 나누다, 공유하다

be liable to ~하기쉽다

consume[k‰nsù;m] 소비하다

resentment[rizèntm‰nt] 분함,

억울함

diagnosis[dài‰gnóusis] 진단

protect[pr‰tèkt] 보호하다

1 I wanted / to get closer, / to look into her eyes / to see [if she was still there], / and to give 

her a chance / to look into mine.

나는원했다 / 더가까이다가가기를 / 그녀의눈을들여다보기를 / 그녀가여전히그곳에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 그

리고그녀에게기회를주기를 / 내눈을들여다볼

2 Those / [who are reluctant to share things / with others] / are liable to feel lonely.

사람들은 / 물건공유하기를꺼리는 / 다른사람들과 / 외로움을느끼기쉽다

` 1 I was too consumed with resentment and fear / to feel the pain / of the diagnosis of cancer.

나는분개심과두려움에너무나소진되었다 / 고통을느끼기에 / 암진단의

2 Your job is / to love her, / use your energy / to protect her, / and enjoy her laughter.

네일은~이다 / 그녀를사랑하고 / 네에너지를사용하고 / 그녀를보호하기위해서 / 그녀의웃음을즐기는것

3 The rumor / [that the soccer player / found fault with his coach] / was very difficult / to 

believe.

그소문은 / 축구선수가 / 자신의코치를비난했다는 / 아주힘들었다 / 믿기

보어1

(to부정사의명사적용법)

보어2̀(to 생략)

the rumor의동격절 동사주어

부사구: ~하기위해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

보어3̀(to 생략)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하기에)

목적어1(명사적용법)

those를수식하는관계대명사절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 ~하기쉽다(to부정사의부사적용법)

to부정사(형용사적용법): a chance를수식

목적어2 to부정사(부사적용법): ~하기위해

too ~ to ...: 너무~해서…할수없다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하기에)

목적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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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정답과해설

05 정답 ③

전문해석┃독감에걸린적이있다면당신은그것이사람을얼마나안좋게느끼게만들수있는지를

알고있다. 금방더웠다가또금방추워지고머리가아프고완전히기운이없다. 그모든불행을피하

기위해서어떤사람들은매년독감백신을맞는다. 모든사람이독감백신을맞을필요가있는것은

아니다. 대부분의십대들은십대의신체가다른발병을일으키지않고그감염에대처할수있기때

문에독감주사를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당신의신체가약하다면, 대부분의의사들은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매년독감주사를맞을것을권고한다. 당신이노인과아주어린아이들처럼독감에걸

리면발병할위험에처해있는사람들과같이산다면또한독감주사를맞고싶어할지도모른다.

정답 05③ 06②

▶본문 p.142Reading Application

flu[flu;] 유행성감기, 독감

completely[k‰mplí;tli] 완전히

misery[míz‰ri] 불행

vaccine[v®ksi;n] 백신

shot[∫°t] 주사

infection[infèk∫Ân] 감염

recommend[rék‰mènd]

추천하다, 권하다

정답┃ 1.그는그지역의풍부한자원덕분에그성을건설했다고생각했다.  

2.그조사는무엇이정말잘못됐는지를알아낼목적으로시행되었다.  

3. 1년후그신문은화재로잠시동안휴간했다.  

4.Erikson에따르면기본적인신뢰는친한사람들과의관계를끊는용기를포함한다.  

5.십대들은그걸그룹을볼작정으로콘서트에간다.

구문적용 training

부사역할을하는전치사구 ▶본문 p.1416

1 He thought / [that he had constructed the castle / [thanks to the rich resources / of the region]].

그는생각했다 / 그가그성을건설했다고 / 풍부한자원덕택에 / 그지역의

2 The investigation was made /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 [what really went wrong]]. 

그조사는시행되었다 / 알아낼목적으로 / 무엇이정말잘못됐는지

3 A year later / the newspaper was discontinued / for a while / due to a fire.

일년후에 / 그신문은중단되었다 / 잠시동안 / 화재때문에

4 According to Erikson, / basic trust involves the courage / to break with the familiar.

Erikson에따르면 / 기본적인신뢰는용기를포함한다 / 친한사람들과의관계를끊는

5 Teenagers go to the concert / [with a view to seeing / the girl group].

십대들은콘서트에간다 / 볼작정으로 / 그걸그룹을

construct[k‰nstr=kt] 건설하다

resource[rí;s≥;÷s] <-s> (나라의)

자원

region[rí;d,Ân] 지역

investigation[invést‰gèi∫Ân] 조사

discontinue[dìsk‰ntínju;]

중단하다

involve[inv£lv] 포함하다

명사절(thought의목적어) ~ 덕분에

수동태 ~ 때문에잠시동안

~할작정으로

~에따르면 =with familiar people형용사적용법

수동태 ~할목적으로 동명사(of의목적어) 간접의문문(finding out의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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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1 정답 ⑤

전문해석┃해롭지않은실질적인농담은사무실에서재미를만들어내는기억에남을만한방법이

될수있다. 예를들어보자. 7월 8일에건물관리인인 Anthony Jones는일상적인메모를배포했

다. “이번주말에우리건물에케이블을설치한판매회사에서케이블에압축공기를주입함으로써

우리의전화선모두를완전히청소해줄것입니다. 여러분의전화수화기에서나올지도모르는먼

지와부스러기를통제하기위해전직원은전화기를휴지통에보관하시거나금요일인 7월 10일에

퇴근하시기전까지생산부에서특수한봉지를구하셔야합니다.”직원중절반이상이특수한봉지

를요구했고, Anthony는나누어줄쓰레기통안에깔깨끗한안감을몇개구해야했다. 기획부에

근무하는 Elizabeth Davis는봉지구하는것을잊어서, 주말내내걱정이되어, Anthony에게집

으로연락을취하려고애를썼다. 주말에걸쳐‘명랑위원회’가모두의전화봉지에잡동사니를던

져넣었다. 월요일아침에직원들은마침내“장난이었습니다!”라는메시지를받았다. 

문제풀이┃마지막 두 문장인 Over the weekend, the “Mirth Committee” ~ the staff finally got

the message: It was a joke!를통해⑤가글의내용과일치한다는것을알수있다.

구문풀이┃ 5행 [To control dust and debris [that may emanate from your telephone 

receivers]], / all staff members are urged / to store their telephones in 

their wastebaskets / or to procure special bags / from the production 

department / before leaving work / on Friday, July 10.

distribute[distríbju(;)t] 배포하다

routine[ru;tí;n] 일상의, 일상적인

vendor[vènd‰÷] (특정한제품) 

판매회사

inject[ind,èkt] 주입하다

compressed air 압축공기

debris[d‰brí;] 부스러기, 잔해

emanate[èm‰néit] 발하다, 내뿜다

wastebasket[wèistb©skit]

휴지통

procure[pr‰kjù‰÷] 구하다, 입수

하다

trash can 쓰레기통

liner[láin‰÷] 다른물건의속에

대거나까는것, 안감

mirth[m‰;÷^] 명랑, 웃음소리

committee[k‰míti] 위원회

toss[t∞(;)s] 던지다

odds and ends 잡동사니, 자질구

레한것들

정답 01⑤ 02① 03② 04④ 05④ 06⑤

▶본문 p.144Test실전Unit
08

06 정답 ②

전문해석┃당신이항상조깅복을입고뛰어야할필요는없다. 휴식을취하고동시에당신의신체에

서가장중요한일련의근육들을단련시키기위해서당신은산책을해야한다. 실외에서의일상적

인걷기는당신의전반적인건강상태를개선하는데특히좋으며, 심장질환의위험을줄여주고당

신의몸무게를조절해준다. 그많은긍정적인효과들이하룻밤에생기는것은아니다. 걷기를당신

의매일의일상의일부분으로삼는것이가장좋다. 날씨에상관없이매일 30분으로시작해라. 그리

고스코틀랜드의 코미디언인 Billy Connolly의 말을기억하라. “좋지 않은 날씨 같은 것은 없으

며, 다만적절하지않은옷만있을뿐이다.”

문제풀이┃일상적인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글의 주제로는‘꾸준한 걷기 운동의 필요성’이 적절

하다.

gear[gi‰÷] 의류, 옷

relax[ril®ks] 편히쉬다

in the open air 야외[옥외]에서

particularly[p‰÷tíkj‰l‰÷li] 특히

fitness[fítnis] 건강 (상태)

come about (일이) 일어나다

overnight[òuv‰÷náit] 하룻밤에

routine[ru;tí;n] 일상적인일, 일과

clothing[klóu"i\] 의류, 의복

문제풀이┃빈칸을중심으로앞뒤문장에서독감주사를맞을필요성이없는경우와맞아야하는경우를대조

하여설명하고있다. 따라서빈칸에는역접의의미를나타내는접속사 However가적절하다. 

① 유사하게 ②그러므로 ④예를들어 ⑤게다가

at risk 위험에직면하여

elderly[èld‰÷li] 연세가지긋한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목적) 주격관계대명사절

주어 동사 to부정사1

to부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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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답과해설

03 정답 ②

전문해석┃출판업자는작가와공모하여후자(작가)가쓴어떤것을출판한다. 출판업자는카탈로그

에문학으로확인되는일련의책들속에그작품을출판한다. 그런다음한비평가가그책을읽고

그것이 정말로 문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공모에 합류한다. 비평가는 그것에 대한 평을

쓰고, 그것을개인적인경험과가치에따라서‘좋은’또는‘나쁜’문학으로판정한다. 만약그가훌

륭한비평가라면, 그는문체, 구조, 언어의사용, 심리적통찰력, 사회문제들의반영, 줄거리등의질

을고려한다. 이비평의독자가뒤이어그책을사도록유도되고그것이동네서점에서‘문학’또는

‘소설’이라는항목아래의선반에놓여져있는것을발견한다. 책표지의선전문구는그것이소설이

라는사실을증명한다. 독자는이어서그책을읽는데그것에교육을통해소설을읽는데적합하다

고학습된사고방식들을적용한다. 만약그작품이‘훌륭하다’고생각되면그것은친구에게추천된

다. 이렇게모든이해관계자들이하나의문학작품의존재를증명하기위해공모했다.

문제풀이┃출판업자, 작가, 비평가, 독자 모두가 한 작가가 만든 문학작품을 옹호하는 데 공모하고 있다는 것

이이글의요지이므로빈칸에는②‘하나의문학작품의존재’가들어가는것이가장적절하다.

① 문학의탄생과소멸 ③문학에대한작가의진실성

④한문학작품의많은의미 ⑤문학작품을탄생시키기위한작가의고초

구문풀이┃ 10행The reader then reads the work, / bringing to bear on it / ways of 

thinking [learned through education / to be appropriate to the reading of 

a novel].

conspire[k‰nspái‰÷] 공모하다, 

작당하다

identify[aidènt‰fài] 확인하다

conspiracy[k‰nspír‰si] 공모, 

음모, 작당

insight[ínsàit] 통찰력

reflection[riflèk∫Ân] 반영, 반사

plot[pl°t] 줄거리를구성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and the like 등등, 그밖에같은것

confirm[k‰nfÁ;÷m] 입증하다

bring A to bear on B

A를B에가하다

02 정답 ①

전문해석┃약 3억년전에, 지구는습지로덮여있었다. 식물과나무가죽으면그것들은이습지의

바닥으로가라앉아질척하게썩어가는식물층들을형성했다. 그다음모래, 토사, 점토및기타침

전물이그식물질위에축적되어서썩어가는식물을덮고그것(썩어가는식물)으로부터수분을짜내

는무거운암석을형성했다. 오랜세월에걸쳐이식물질이암석의무게에의해더깊숙이밀려내려

가면서 그것은 압축되고 가열되었다. 이 압력과 열이 그 식물질을 석탄으로 변화시켰는데 그것을

우리는지금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태울수있다.

문제풀이┃과거에 식물들이 썩어서 쌓이고 압축되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이글의제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석탄은어떻게형성되었는가’이다.

② 지구가겪어온변화 ③다양한에너지원 ④고대식물과동물들 ⑤지구의구성요소

구문풀이┃ 7행 This pressure ~ to coal, / [which we can now burn / to produce energy].

swamp[sw°mp] 늪, 습지

sink[si\k] 가라앉다(-sank-sunk)

soggy[s£gi] 질척한

decay[dikèi] 썩다

vegetation[véd,itèi∫Ân] 식물

silt[silt] 토사(물에 쓸려와 쌓인 모

래·진흙등)

clay[klei] 점토

sediment[sèd‰m‰nt] 앙금, 침전물

accumulate[‰kjù;mj‰léit] 쌓이다

rot[r°t] 썩다

squeeze[skwi;z] 짜내다

compact[k‰mp®kt] 압축하다

coal[koul] 석탄
~하기위해(̀목적) 계속적용법의관계대명사(̀coal을부연설명함)

Reading Skill

●부대상황을나타내는분사구문의의미와해석

주절과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나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된 동작이 일어나는 부분을 주절로 표현하고 보조적인 동작을 분사구문으로

표현할수있다. ‘~하면서, ~한채’의의미로해석한다.

The teacher went out of the room, slamming the door. (선생님은교실밖으로나가시면서문을쾅하고닫았다.)

Opening the door, he nodded to his teacher. (문을열고그는선생님께인사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분사구문(부대상황)

= the work 

과거분사구: ways of thinking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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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4정답 ④

전문해석┃왜동물들은겨울에동면할까? 전문가들에따르면동물들은추위에서벗어나기위해동

면하는것이아니다. 오히려그들은먹이가부족할때에너지를절약하기위해서동면한다. 예를들

어, 동면하는동안얼룩다람쥐들의심장박동수는평소의분당 200~400번에서겨우 7~10번으로

떨어진다. 그들의몸이거의정지한상태여서다람쥐들은저장된지방만으로도살수있다. 곰들도

똑같은이유로동면을한다. 만약곰들이잠을자게되면그들은많은에너지가필요없고먹이를찾

으러다닐걱정을할필요도없다. 

→동물들은음식이공급부족일때에너지를보존하기위해동면을한다.

문제풀이┃ 2행의 Rather, they hibernate to save energy when food is scarce.가 글의 주제문으로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A)에는 conserve(보존하다), (B)에는 food(음식)가 가장 적절하다.

① 저장하다 - 지방 ② 보존하다 - 땅 ③ 감소하다 - 서식지 ⑤ 감소하다 - 땅

구문풀이┃ 3행 ~, a ground squirrel’s heart rate / falls from the normal 200~400 beats  

per minute / to only 7~10 beats. 

hibernate[háib‰÷néit] 동면하다

(명⃝ hibernation)

expert[èksp‰;÷t] 전문가

scarce[sk¡‰÷s] 부족한, 희박한

squirrel[skwÁ;rÂl] 다람쥐

rate[reit] 비율, 속도

still[stil] 정지한, 움직이지않는

live off ~에의존하여살다

store[st∞;÷] 저장하다, 비축하다

fat[fæt] 지방

05~06 정답 05 ④ 06 ⑤

전문해석┃ Joe는 그의 형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이브에

Joe가사무실밖으로나왔을때, 한소년이윤이나는새차주변을감탄하며어슬렁거리고있었다.

그는“이거아저씨차인가요?”라고물었다. Joe는고개를끄덕였다. “우리형이크리스마스선물로

내게줬단다.”그소년은놀랐다. “아저씨말은아저씨형이아저씨에게공짜로이것을줬다는말씀

이세요? 나도그랬으면….”그는머뭇거렸다. 물론 Joe는그가자기도그런형이있기를바랐을거

라고생각했다. 그러나그소년이한말은 Joe를놀라게했다.

“나도그랬으면좋겠어요.”그소년은계속말했다. “내가그런형이될수있다면(좋겠어요).”

Joe는놀라서그소년을바라보았다. 그러고나서“내차에타고싶니?”라고덧붙였다. 

“오, 네, 그러고싶어요.”

차를잠깐탄후에, 그소년은몸을돌리고는반짝이는눈으로“아저씨, 저를저의집앞까지태워다

주실수있으세요?”라고말했다. Joe는그소년이자신이큰자동차를타고집에갈수있다는것을

이웃들에게보여주고싶어한다고생각했다. 그러나 Joe는또틀렸다. 그 소년은차에서내리더니

자신의조그마한집으로들어갔다. 잠시후에그소년은다리를저는그의어린남동생을데리고돌

아왔다.

그차를가리키면서그소년은그의동생에게“크리스마스선물로저아저씨형이저차를저아저

씨에게공짜로주셨대. 언젠가나도저것과똑같은것을네게줄게.”라고말했다. 

Joe는차에서내려그동생을들어서자신의차앞좌석에태웠다. 그들은기억에남는휴일의자동

차여행을하기시작했고 Joe는그소년으로부터소중한교훈을배웠다. 

문제풀이┃ 05 Joe는 소년이 자신의 차를 보고 이런 차를 선물하는 형이 있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이런 멋

진 차를 탄 것을 이웃에게 보여 주고 싶어할 거라 생각했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14행의 But Joe was

wrong again.이 결정적 단서이다. 따라서 ④‘̀Joe는 소년이 염두에 둔 것을 잘못 추측했다.’가 이 글의 내

용과일치한다.

① Joe는그의형에게커다란자동차한대를주었다.  ② 소년은 Joe의형과같은형이있기를바랐다.  

③ 소년은자동차를자랑하기위해그차를태워주기를원했다.  

⑤ Joe는소년과그의동생에게중요한교훈을주었다.

automobile[≥;t‰m‰bí;l] 자동차

shiny[∫áini] 반짝거리는, 윤이나는

admire[‰dmái‰÷] 감탄하다

nod[n°d] 끄덕이다

hesitate[hèzitéit] 머뭇거리다

astonishment[‰st£ni∫m‰nt]

놀람

aglow[‰glóu] 환히빛나는

crippled[krípld] 절름발이의

point to ~을가리키다

free of charge 공짜로

lift[lift] 들어올리다

memorable[mèmÂr‰bl]

기억에남는

valuable[v®lΔu‰bl] 귀중한

주어 from A to B: A에서부터B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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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정답과해설

정답 01 ② 02 ③ ▶본문 p.147

primary[práimeri] 일차적인

chore[t∫∞;÷] 허드렛일

innumerable[injù;mÂr‰bl]

셀수없는

scrape[skreip] 상처

comfort[k=mf‰÷t] 달래다

presence[prèzÂns] 존재

shoulder[∫óuld‰÷]어깨에짊어지다

applaud[‰pl≤;d] 응원하다, 박수치다

undertaking[>nd‰÷tèiki\]

떠맡은일

01 정답 ②

전문해석┃아버지에대한나의일차적인기억은아버지가항상자녀들과함께보냈던시간이다. 우

리 농장에서우리는나란히트랙터를타거나허드렛일들을했다. 우리는텔레비전을보거나그냥

베란다에앉아이야기하면서셀수없이많은밤을함께지냈다. 내가어린시절의어떤상처때문

에울면서내방으로뛰어갈때마다아버지는항상나를달래주셨다. 그것은나에게부모의존재

가주는힘을가르쳐주는친절함이었다. 우리형과누나와내가어른으로서의책임감을어깨에짊

어졌을때아버지는우리가떠맡은모든일들을환호해주셨다. “인생을최대한으로살아라.”라고

아버지는말씀하시곤했다.

문제풀이┃① side by side: 나란히

②분사구문으로주절의주어 We와 watch는능동관계이므로 watching이되어야한다.

③ Whenever: (접속사) ̀~할 때마다

④ as는시간의접속사로‘~할때’라는의미이다.

⑤ to the fullest: 최대한으로

02 정답 ③

전문해석┃많은 동물들이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하지만 그것들은 새끼를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이러한행동은수년동안과학자들을당혹스럽게해왔으나이제과학자들은이러한동

물들의다수가특별한기관내에그들로하여금스스로의방향을정확히정하게해주는아주작은

자철광입자들을포함하고있다는것을발견했다. 자성에의한이동만으로는광활한거리를지나

그들의길을찾아내는이러한동물들의놀라운능력을설명하기에충분하지않다. 그것들은또한

태양의위치와같이그것들스스로를안내하도록도와줄다른이동보조수단도사용한다고여겨

진다. 

문제풀이┃ (A) for many years를 통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온’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완료를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 

(B) particles of magnetite를꾸며주는수식어구로 allow와수식받는말의관계가능동이므로 allowing

이와야한다.

(C) 동사 think와진주어인 that절이수동관계이므로수동태(is thought)로 표현하는것이알맞다.

migrate[máigreit] 이동하다

breed[bri;d] 새끼를낳다

puzzle[p=zl] 당혹스럽게하다

particle[p£;÷tikl] 조각

orientate[≤;rientéit] (일정 방향

으로) 향하게하다

accurately[®kjuritli] 정확하게

magnetic[mægnètik] 자성에의한

navigation[n©v‰gèi∫Ân] 항해,

이동

account for ~을설명하다

aid[eid] 도움, 보조

06 이 글의 소년은 자동차를 받은 Joe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준 Joe의 형과 같은 사람이 되

고싶어했다. 따라서 Joe가소년에게서배운교훈으로는⑤가가장적절하다. 

구문풀이┃ 1행 On Christmas Eve, [when Joe came out of his office], / a boy was walking

around the shiny new car, / admiring it. 

6행 But what the boy said / surprised Joe. 
명사절(주어역할을하는관계대명사what절)

부대상황을나타내는분사구문:̀ ~하면서

과거진행형시간의부사절: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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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아두어야할 기타구문

해석┃●내가머리를파란색으로염색한다면모두나를비웃을것이다. ●만약우리가우리친

구에게캠핑카를빌리게두었더라면쥐보다먼저그녀가그상자들을발견했을것이다.

정답┃ 1. rained / 만약네결혼식날비가온다면무엇을하겠는가?  2. be / 네가그때내충고

를따랐더라면, 너는지금행복할것이다.  3. have agreed / 내가Mike가거기있을거라는것을

알았더라면나는가겠다고동의하지않았을것이다. 1.would / 그가가게를시내로옮긴다면

그는더많은손님을갖게될것이다.  2. had been / 내가그의상황에처했다면, 나는똑같이했을

것이다.  3.Had / 그의어머니가그에게안전벨트를하라고하지않았다면그는더심하게다쳤을

것이다.

가정법/ 대명사/ 부정구문Unit
09

가정법: 사실과반대되는상황가정 ▶본문 p.1521
구문 up

1 [What would you do] / if it rained / on your wedding day?

당신은무엇을하겠는가 / 만약비가온다면 / 당신의결혼식날에

2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 then, / [you would be happier now].

네가그때내충고를따랐더라면 / 너는지금더행복할것이다

3 If I had known / that Mike would be there, / [I would not have agreed / to come].

내가알았더라면 / Mike가거기있을거라는것을 / 나는동의하지않았을것이다 / 가겠다고

` 1 If he moved the store downtown, / [he would have more customers].

그가가게를시내로옮긴다면 / 그는더많은손님을갖게될것이다

2 If I had been / in his circumstances, / [I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내가처했다면 / 그의상황에 / 나는똑같이했을것이다

3 Had his mother not told him / to wear a seatbelt, / [he might have been more seriously 

injured].
그의어머니가그에게말하지않았다면 / 안전벨트를하라고 / 그는더심하게다쳤을것이다

구문적용 training

follow[f£lou] 따르다

customer[k=st‰m‰÷] 고객, 손님

circumstance[sÁ;÷k‰mst©ns]

상황

seatbelt[sí;tbelt] 안전벨트

seriously[síÂri‰sli] 심각하게

injured[índ,‰÷d] 부상입은

주절(̀조동사의과거형＋동사원형) 가정법과거의조건절(과거동사)

혼합가정법의조건절(had p.p.)

가정법과거완료의조건절(had p.p.)

가정법과거의조건절(과거동사)

주절(̀조동사의과거형＋동사원형)

가정법과거완료의조건절(had p.p.)

주절(̀조동사의과거형＋have p.p.)

주절(̀조동사의과거형＋동사원형)

주절(̀조동사의과거형＋have p.p.)

가정법과거완료의조건절(if가생략되어도치됨) 주절(̀조동사의과거형＋have p.p.)

정답┃ 1.ⓒ/ 네가없었다면나는그런일을하지못했을것이다.  2.ⓑ/ 회장들은마치사람들

구문적용 training

I wish, as if, without 가정법 ▶본문 p.1532

involved[inv£lvd] 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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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thout you, / [I could not have done / such a thing].

네가없었다면 / 나는하지못했을것이다 / 그런일을

2 [Presidents can’t dispose of companies] / as if people didn’t exist.

회장들은회사들을처분할수없다 / 마치사람들이존재하지않는것처럼

3 I wish / I had never got involved / in the whole affair.

좋았을거라고생각한다 / 내가관여하지않았다면 / 그모든일에

` 1 [She remembered it all] / as if it had been yesterday.

그녀는그것을전부기억했다 / 그것이어제였던것처럼

2 They never have enough resources / and they wish they had more.

그들은충분한자원을전혀가지고있지않다 / 그래서그들은더갖기를바란다

3 He set his own alarm, / otherwise he would have missed / his flight.

그는알람을맞춰놓았는데 / 그렇지않았더라면그는놓쳤을것이다 / 비행기를

조동사의과거형＋have p.p.

as if＋가정법과거: 마치~인것처럼주절

I wish＋가정법과거완료

= If it had not been for

as if＋가정법과거완료: 마치~였던것처럼주절

they wish＋가정법과거

otherwise＋가정법과거완료

이존재하지않는것처럼회사들을처분할수없다.  3.ⓐ / 내가그모든일에관여하지않았더라

면좋았을텐데. 1. had been / 그녀는어제였던것처럼그것을전부기억했다.  2. had / 충분

한자원을전혀가지고있지않아서그들은더갖기를바란다.  3. have missed / 그는알람을맞

춰놓았는데, 그렇지않았더라면그는비행기를놓쳤을것이다.

president[prèzidÂnt] 회장

dispose[dispóuz] 처분하다

affair[‰f¬‰÷] 일, 사건

resource[rí;s∞;÷s] 자원

01 정답 ②

전문해석┃템스방벽은런던동부의템스강에있는독특한홍수조절구조물이다. 그구조물을짓

는데는 8년이걸렸고 1982년에그것은완전히가동할준비가되었다. 만약만조가심한폭풍우와

동시에발생한다면, 이는해수면을또한높아지게할것인데, 방벽이없다면홍수가런던의대부분

의지역을파괴할수있을것이다. 템스방벽이없다면강둑을따라있는런던의홍수방어벽이빅토

리아 시대의 가로등만큼이나 높아져야 할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런던 사람들에게서 강을 빼앗게

될것이다. 방벽은강을가로질러위치하도록올려질수있는 10개의강철문을갖고있다. 방벽은

닫으면강의상류지역일부를바다의유입으로부터막게된다. 사용중이아닐때는문들이안보이

게강바닥에있는굽어서우묵하게들어간콘크리트토대속에놓여있는데, 그것이강의교통이지

나가는것을가능하게해준다.

정답 01② 02⑤

▶본문 p.154Reading Application

barrier[b®ri‰÷] 방벽

unique[ju;ní;k] 독특한

operational[°pÂrèi∫ÂnÂl] 가동할

준비가갖춰진

high tide 만조

destroy[distr≤i] 파괴하다

defense[difèns] 방어

embankment[imb®\km‰nt] 제방

street lamp 가로등

effectively[ifèktivli] 실질적으로

deprive A of B A에게서B를빼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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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2 정답 ⑤

전문해석┃‘아이러니’란말은‘Eiron’에서왔는데, 그는그리스희곡속의기본인물들중하나다.

그는사기꾼으로, 자기가아무것도모르는듯이행동하고순진한질문을한다. 그의겉으로보기에

무지한질문들은다른사람들로하여금전문가의견이라는그들의주장에도불구하고그들이실제

로얼마나적게알고있는지를드러내게한다. 고대그리스철학자소크라테스는비슷한전략을사

용하였다. 그는답을모른다고암시하는순수하고단순한태도로‘무엇이진실인가?’와같은질문

을제기하곤했다. 질문을받은사람이대답할때소크라테스는상대방의대답이빈약하게사고된

것임을명확히하곤했다. 지식이나깊이의부족을드러내기위한이러한무지의가면은‘소크라테

스의아이러니’라고불린다.

문제풀이┃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무

지의가면’이자연스럽다.

① 애정의표시 ②판단의오류 ③호기심의추구 ④기본에대한강조

derive from ~에서유래하다

naive[n°;í;v] 순진한

seemingly[sí;mi\li] 겉보기에는,

외관상으로

ignorant[ígnÂr‰nt] 무지한

provoke[pr‰vóuk] 자극하다

reveal[riví;l] 드러내다

despite[dispáit] ~에도불구하고

claim[kleim] 주장

expertise[éksp‰÷tí;z] 전문가의

의견

philosopher[fil£s‰f‰÷] 철학자

strategy[str®t‰d,i] 전략

pose[pouz] (문제등을) 제기하다

정답┃ 1.우리끼리얘기인데, 나는그가그녀와결혼하고싶어한다는것을알고있어.  

2.Cathy는흥분해서제정신이아니었다.  3.Alex는자신의아버지가혼자언덕을걸어내려가는

것을보았다. 1. that / 그기차의평균속력은우리의자전거속도보다더나을게없었다.  

2. ones / 그들은두개의약한조직대신에하나의강한조직을만들었다.  3. those / 그의눈은

두꺼비의그것처럼튀어나와있는것처럼보였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나는인생자체가배우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 / 네자신을탓하지마라.

대명사: 명사와의수일치 ▶본문 p.1563
구문 up

excitement[iksáitm‰nt] 흥분

average[®vÂrid,] 평균의

organization[≥;÷g‰nÂzèi∫Ân]

조직, 단체

instead of ~ 대신에

bulge[b<ld,] 튀어나오다

toad[toud] 두꺼비

1 Between ourselves, / I know / he wants to marry her.

우리끼리얘기인데 / 나는알고있다 / 그가그녀와결혼하고싶어한다는것을

2 Cathy was beside herself / with excitement.

Cathy는제정신이아니었다 / 흥분해서

3 Alex saw / his father walk down the hill / by himself.

Alex는보았다 / 아버지가언덕을걸어내려가는것을 / 혼자

` 1 [The train’s average speed] / was no better / than that of our bicycles.

그기차의평균속력은 / 더나을게없었다 / 우리의자전거속도보다

우리끼리얘기인데

beside oneself: 제정신이아닌

by oneself: 혼자서

주어 단수동사 = the average speed

문제풀이┃완공되어작동이시작된것이 1982년이므로②가내용과일치하지않는다. seal off ~을봉쇄하다

curved[k‰;÷vd] 굽은

recessed[rí;sest] 우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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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적으로쓰이는부정대명사구문 ▶본문 p.1574

method[mè^‰d] 방법

vacation[veikèi∫Ân] 휴가

armchair[£;÷mt∫√‰÷] 소파

정답┃ 1. the other / 그들은어린딸이둘있었는데, 하나는아기이고, 다른하나는 12살짜리

소녀였다.  2. another / 우정과사업은별개이다.  3.Others / 이방법들중일부는효과가있을

것이다. 다른것들은그렇지않을것이다. 1. another / 개미들이그구멍에서잇따라나왔다.

2. every / 우리는 2년에한번씩진짜휴가를보내기에충분한돈만을저축한다.  3. either / 두
부인들이무대양쪽에있는큰소파에앉아있었다.

구문적용 training

2 They created / a single strong organization / instead of two weak ones.
그들은만들었다 / 하나의강한조직을 / 두개의약한것들대신에

3 His eyes / seemed to bulge / like those of a toad.

그의눈은 / 튀어나와있는것처럼보였다 / 두꺼비의그것처럼

= organizations

1 They have two little daughters, / [one a baby, / the other a girl of twelve].

그들은어린딸이둘있었는데 / 하나는아기이고 / 다른하나는 12살짜리소녀였다

2 Friendship is one thing, / and business is another.

우정은우정이고 / 사업은다른것이다 (우정과사업은별개이다)

3 Some of these methods / will work. // Others will not (work).

이방법들중일부는 / 효과가있을것이다 // 다른것들은그렇지않을것이다

` 1 Ants came / out of the hole / one after another.

개미들이나왔다 / 그구멍에서 / 잇따라

2 We only save enough money / to take a real vacation / every other year.

우리는충분한돈만을저축한다 / 진짜휴가를보내기에 / 2년에한번씩

3 The two ladies / sat in large armchairs / on either side of the stage.

두부인들이 / 큰소파에앉아있었다 / 무대양쪽에

목적어 one ~ the other ...: 하나는~, 다른하나는…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별개이다

Some ~ others ...: 일부는~ 다른일부는…

one after another: 차례로, 잇따라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형용사수식)

부사구 각각의, 양쪽의

= eyes

every other ~: 하나걸러, 두~마다한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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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답 ③

전문해석┃비록영어에는같은의미의단어가없지만‘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는 다른사

람의불운을듣고얻게되는즐거운감정을이르는독일용어이다. ‘샤덴프로이데’는예쁜동창회

여왕이드레스에발을헛디딜때우리가경험하는즐거움이다. 그리고그것은경쟁자와적이성공

하는(→실수하는)것을봄으로써우리가얻는만족감이다. 어떤심리학자들은친구와가족구성원

과같이우리가사랑하는사람들에게조차우리자신이바랐지만이루지못했던성공을과거에그들

이이룬적이있다면때때로‘샤덴프로이데’를느끼는것은아주정상이라고주장한다. ‘샤덴프로

이데’라는감정은그것이지속적일때혹은그것이스스로기분이더좋아지기위해다른사람들이

실패하게만들려는시도를초래한다면비정상적으로여겨진다.

문제풀이┃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운에서 즐거움을 얻는 감정이라 했으므로 ③의 succeed는 flounder

또는 fail과같이‘실패하다’의의미로바꿔써야한다.

equivalent[ikwív‰l‰nt] (말·표

현이) 같은의미의

glee[gli;] 기쁨, 즐거움

trip[trip] 발을헛디디다

psychologist[saik£l‰d,ist]

심리학자

normal[n≤;÷mÂl] 정상적인

occasionally[‰kèi,‰nÂli] 때때로

attempt[‰tèmøt] 시도(하다)

정답┃ 1.나는이시계를제외하고는어느것이든너에게주겠다.(→이시계를너에게절대주지

않겠다.)  2.그는눈을감자마자잠이들었다.  3.내가가장원하지않는것은가르치는일이었다.

1. too / 너무자만하여도움을청하지않게되지마라.  2. nothing / 그는귀를기울였고자기

목소리의메아리만들었다.  3. as / 그들이구하는것은심오한지식이라기보다는빠른정보다.

구문적용 training

주의해야할부정구문 ▶본문 p.1605

fall asleep 잠들다

echo[èkou] 메아리

seek[si;k] 찾다, 추구하다

profound[pr‰fáund] 엄청난, 깊은

knowledge[n£lid,] 지식

03 정답 ②

전문해석┃수천년전에, 포식자에대항하여스스로를아주잘보호할수없었던특정동물들이있

었다. 생존하기위해이동물들은특별한방식을개발했다. (B) 그것들은할수있을때마다먹을것

을급히먹었고, 씹지않고급히그것을삼키고는, 달아나숨었다. 그들의은신처에서안전할때, 그

들은그음식을한가로이씹곤했다. 소와같은오늘날의일부동물들도여전히이런식으로먹는다.

(A) 소들이처음먹이를먹으면, 그것들은그음식이축축해질정도로만충분히씹는다. 일단삼켜

지면그음식은위의첫번째부위로가는데, 거기서그것은화학물질과섞여부드러워진다. (C) 이
부드러워진먹이는작은음식덩어리들인‘새김질감’이라고불린다. 그다음에위의근육은새김질

감을소의입으로다시올려보내는데, 거기서그것은다시씹히고다시삼켜진다.

문제풀이┃주어진글마지막부분에언급된수천년전일부동물들이사용한먹는방식을설명하고있는부

분은 (B)이며, (B)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오늘날의 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지 설명하는 (A)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 그리고 (A)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위에 있던 음식을 소가 되새김질해 먹는 과정을 기술한 (C)가

마지막에오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정답 03② 04③

▶본문 p.158Reading Application

predator[prèd‰t‰÷] 포식자

survive[s‰÷váiv] 생존하다

take in ~을섭취하다

moisten[m≤isÂn] 축축하게하다

chemical[kèmikÂl] 화학물질

chew[t∫u;] 씹다

hide[haid] 숨다

at one’s leisure 한가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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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답과해설

1 I will give you / anything but this watch.

나는너에게주겠다 / 이시계를빼고뭐든지

2 No sooner had he closed / his eyes / than he fell asleep.

그가감자마자 / 그의눈을 / 그는잠이들었다

3 The last thing / I wanted to do / was to teach.

마지막것은 / 내가하고싶었던 / 가르치는일이었다 (내가가장원하지않는것은가르치는일이었다)

` 1 Do not be too proud / to ask for help.

너무자만하지마라 / 도움을청하기에 (너무자만하여도움을청하지않게되지마라)

2 He listened / and heard nothing but the echoes of his own voice.

그는귀를기울였다 / 그리고자기목소리의메아리만을들었다

3 What they seek / is not so much profound knowledge as quick information.

그들이구하는것은 / 심오한지식이라기보다는빠른정보다

anything but: ~이결코아닌, ~을제외하고뭐든지

no sooner A than B: A하자마자B인

the last ~: 가장~할것같지않은

too ~ to ...: 너무~해서…할수없다

nothing but: 단지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B이다

부분부정과부정의의미를나타내는어구 ▶본문 p.1616

정답┃ 1.나는우리가어젯밤무엇을먹었는지좀처럼기억할수없다.  2.여자들은사업에성공

하기위해꼭남성을모방할필요는없다. 1. Few / 그긴여행을헤쳐나갈수있는아이들은

거의없을것이다.  2. hardly / 나머지사람들대부분은너무어려서그들에게는거의어떤경험도

없었다.  3.Neither / 그들중누구도완전한진실을말하고있지않다. 변함없이그들은뭔가를숨

기고있다.

구문적용 training

1 I can scarcely remember / what we ate last night.

나는좀처럼기억할수없다 / 우리가어젯밤무엇을먹었는지

2 Women / do not necessarily have to imitate men / to be successful in business.

여자들은 / 꼭남성을모방할필요는없다 / 사업에성공하기위해

scarcely: 좀처럼~ 않다 선행사를포함한관계대명사

부분부정: 반드시~인것은아니다 ~하기위해: to부정사의부사적용법

scarcely[sk¬‰÷sli] 좀처럼~ 않다

imitate[ímitéit] 모방하다

cope with ~을 다루다, ~에 대처

하다

journey[d,Á;÷ni] 여정, 여행

invariably[inv¬Âri‰bli] 변함없이,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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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5 정답 ④

전문해석┃군사적이든민간적이든간에대부분의전문훈련프로그램은자신감의중요성을강조한

다. 믿거나말거나정반대가사실일수있다. 성공이자신감에서가아니라패배감에서기인하는사

람들이 있다. 불충분하다고 느껴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점점 더 열심히 밀어붙이고 스스로가

목적을달성하게한다. 이런식으로실패는역설적이게도성공의원천이된다.적어도이것은유명

한작가이자비평가인 Edmund Wilson의관점이었다. 예로 Wilson은불충분함과패배감에의

해성공하게된두사람인, 철학자Karl Marx와시인Edna St. Vincent를인용했다.

문제풀이┃주어진문장의 In this way는불충분하다는생각때문에오히려더열심히노력하게된다는것을

가리키므로주어진문장은④에들어가는것이가장적절하다.

정답 05④ 06④

▶본문 p.162Reading Application

paradoxically[p©r‰d£ksikÂli]

역설적으로

civilian[sivílj‰n] 민간의

stress[stres] 강조하다

self-confidence

[sélfk£nfid‰ns] 자신감

opposite[£p‰zit] 정반대

stem from ~에서기인하다

inadequate[in®dikwit] 부적절한

cite[sait] 인용하다

06 정답 ④

전문해석┃전부인것은아니지만많은조류종에있어서수컷이암컷보다더밝은깃털을갖고있고

그것을암컷의주의를끌고경쟁상대인수컷을쫓아버리기위해사용한다. 대부분종의암컷조류

는과시할필요가없고더어두운깃털을갖고있는것으로여겨지는데, 왜냐하면그것은그들이둥

지위에앉아있을때포식자들이그들을찾아내기더어렵게만들기때문이다. 모든새들이자신들

의밝은깃털을일년내내유지하는것은아니다. 수컷청둥오리들은번식기가지나면밝은초록색

의머리깃털과그들의인상적인날개무늬를잃게된다. (어른펭귄은무리를이루고있는수천마

리들중에서자기자신의새끼소리를구분해낼수있다.) 바다오리의경우는, 부리가변하는데, 번

식기후에, 그들은밝은색의부리바깥쪽부분을잃게되며이듬해봄에그것은다시자란다.

문제풀이┃조류의수컷과암컷의깃털색차이와깃털및부리색의변화가번식기와관련있다는내용의글

로새의소리구분능력에관한문장인④는전체흐름과관련이없다.

attract[‰tr®kt] (주의·흥미 등을)

끌다

see off ~를쫓아내다

display[displèi] 과시하다

predator[prèd‰t‰÷] 포식자

striking[stráiki\] 두드러진, 인상

적인

breeding season 번식기

beak[bi;k] 부리

1 Few children will be able to cope with / the long journeys.

아이들은거의헤쳐나갈수없을것이다 / 그긴여행을

2 Most of the others / were so young / (that) they had hardly any experience.

나머지사람들대부분은 / 너무어려서 / 그들에게는거의어떤경험도없었다

3 Neither of them / is telling the whole truth. // Invariably, / they keep something back.

그들중누구도 / 완전한진실을말하고있지않다 // 변함없이 / 그들은뭔가를숨기고있다

거의없는 ~에대처하다, ~을극복하다

너무~해서…하다 부정의의미: 거의~ 않다

(둘중) 누구도~않다 완전한 keep back: ~을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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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정답과해설

01 정답 ③

전문해석┃당신은우리가그저가만히서있기위해서도우리몸의 300개근육을사용한다는것을

믿을수있는가? 걷는동안우리는우리의균형을잡는기술을사용할뿐만아니라우리를돕는두

가지자연적인힘도활용한다. 그첫번째는공기의압력이다. 우리의허벅지뼈는엉덩이관절의구

멍에아주딱맞춰들어가있어서일종의진공상태를형성한다. 다리에미치는공기의압력이그것

이 거기에단단히 있도록돕는다. 이 공기 압력은또한 다리가마치 거의무게가 없는것처럼 몸

에 달려 있게 만든다. 우리가 걸을 때 사용하는 두 번째 자연적 힘은 지구 중력의 잡아당김이다.

우리근육들이다리를들어올리면지구가그것을다시아래로잡아당겨, 그것이추처럼계속흔

들거린다.

문제풀이┃사람들이 두 발로 균형을 잡고 걷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③‘자연적인 힘과

걷기의관계’가이글의주제라고할수있다.

① 걷기의건강상이익 ②뼈와관절의기능

④기압이우리몸에미치는영향 ⑤걷는방식을개선하기위한몇가지조언

구문풀이┃ 1행 While walking, / we not only use our balancing trick, / but we also

make use of two natural forces [to help us].

5행 This air pressure / also makes the leg hang from the body / as if it had

very little weight.

muscle[m=sÂl] 근육

force[f∞;÷s] 힘

thigh[^ai] 허벅지

socket[s£kit] 꽂는구멍

joint[d,∞int] 관절

snugly[sn=gÂli] 꼭, 딱

vacuum[v®kjuÂm] 진공

securely[sikjù‰÷li] 단단히

gravity[gr®v‰ti] 중력

pendulum[pènd,‰l‰m] 추, 진자

정답 01③ 02④ 03② 04③ 05⑤ 06④

▶본문 p.164Test실전Unit
09

분사구문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아니라B도역시

형용사적용법의 to부정사

사역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동사원형)

거의~가없는

as if＋가정법과거:

마치~인것처럼

bearable[b¬(;)Âr‰bl] 견딜만한

painkiller[pèinkìl‰÷] 진통제

tolerance[t£lÂr‰ns] 내성

cancer[k®ns‰÷] 암

physician[fizí∫Ân] (내과) 의사

inadequate[in®d‰kwit]부적절한

medication[méd‰kèi∫Ân] 약물

identify[aidènt‰fài] 확인하다

scale[skeil] 등급

02 정답 ④

전문해석┃왜어떤사람들은치아를깨끗하게하는데에도노보카인을필요로하는데, 어떤사람들

은진통제의도움없이치과의사가드릴로치료하게두는것일까? 그대답은사람마다통증에대한

내성이다르다는것이며, 이것은의사들이통증을효과적으로치료하는방법을알지못하는것처럼

보이는한가지이유일수있다. 1993년에연구자들은조사된암치료의사중 86%가자신의환자

들이부적절한통증치료약물을받았다고생각한다는것을밝혀냈다. 통증을확인할수있는엑스

레이나혈액검사가없기때문에의사들은 0에서 10까지의평가등급에의존해야한다. 그런데여

기서다시한번말하면, 어떤사람에게는참을수없는통증이다른사람에게는꽤참을만한것일

수도있다. 따라서환자가통증이있다고주장할때많은의사들이항상충분한주의를기울이는것

은아니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통증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역접의 접속사 Yet을 이용해 나타내고 있으

므로, 통증을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한 문장 다음인 ④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구문풀이┃ 3행 Why is it / that some people need Novocain / just to get their teeth cleaned, ~

▶「get＋목적어＋목적격보어」구문에서 get은사역의의미를지니며목적어와목적격보어의관계가수

동이므로과거분사형태를써서‘~가…되게하다’로해석한다.

「It is ~ that ...」강조구문(̀의문사why를강조) get＋목적어＋목적격보어(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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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3 정답 ②

전문해석┃우리가거짓말을하는이유중하나는우리가원하지않거나감당할수없는상황에서벗

어나는것이다. 예를들어, 우리가토요일아침일찍있는기숙사모임에그저참석하고싶지않으면

우리는이런변명을할지도모른다. “일주일내내감기와싸우느라토요일아침에는잠을자야해.

다음모임에는반드시참석할게.”또다른거짓말은작문시간에흔히일어난다. 작문실력이좋지

않은학생은가끔친구에게자기대신작문을해달라고부탁한다. 선생님이그학생과마주치면그

학생은거의항상그잘못을부인한다. 우리가사실을인정하고그결과에마주하고싶지않을때우

리는곤란한상황을피하기위해서거짓말을이용한다.

문제풀이┃작문 숙제를 친구가 대신 해 주었는데 선생님에게 그 잘못을 부인하는 거짓말은‘곤란한 상황을

피하기위해서’하는것이다.

① 일을더하지않기위해서 ③실수를덮기위해서

④과제를빨리끝내기위해서 ⑤다른누군가의감정에상처를주지않기위해서

구문풀이┃ 1행 One of the reasons / [we lie] / is to get out of situations / [that we don’t 

want to be in / or cannot manage]. 

6행 A student with weak writing skills / sometimes asks a friend / to write a 

composition / for him or her.

get out of ~에서벗어나다

manage[m®nid,]다루다, 처리하다

dormitory[d≤;÷mit≥;ri] 기숙사

excuse[ikskjù;z] 변명; 핑계

occur[‰kÁ;÷] 일어나다

composition[k¢mp‰zí∫Ân] 작문

confront[k‰nfr=nt] 직면하다, 마

주치다

deny[dinái] 부정하다

accusation[©kjuzèi∫Ân] 죄, 비난

consequence[k£ns‰kwéns]

결과

관계부사절

전치사구

관계대명사절주격보어(to부정사)

ask＋목적어＋to부정사:̀ 

~에게…해달라고부탁하다

04 정답 ③

전문해석┃초기의한이론은인간의기억을원활히기능하기위해규칙적으로운동이되어야하는

근육에비유했다. 이이론은결국기억이란경험은펜이고머리는비어있는페이지인글쓰기와같

다는생각으로대체되었다. 하지만이견해또한거부되었다. 그자리에인간의기억은복잡하면서

도재고가풍부한도서관목록처럼기능한다는또다른이론이왔다. 핵심단어로당신은목록화된

정보를찾을수있을것이다. 시간이지나면서이이론또한버려졌다. 사실, 인간의기억은너무정

교하고너무복잡해서어떤하나의직유로설명될수없을지도모른다. 

→그것의복잡함때문에인간의기억은어떤것에도비유되기어렵다.

문제풀이┃여러 이론을 언급했지만 결국‘인간의 기억은 복잡함(complexity) 때문에 어떤 하나에 비유해서

(compared) 설명하기가어렵다’는내용의글이다.

① 어려움 - 설명된 ②복잡함 - 설명된 ④기능 - 비유된 ⑤정교함 - 목록화되는

구문풀이┃ 4행 In its place / came another theory / [that human memory functioned~].

▶장소를나타내는부사구가문장앞에오면주어와동사는도치된다.

7행 Human memory may, / in fact, / be too sophisticated and too complex / 

to be explained / through any one simile.

compare A to B A를B에비유하다

function[f=\k∫Ân] 기능하다

properly[pr£p‰÷li] 적절히

replace[riplèis] 대체하다

reject[rid,èkt] 거부하다

well-stocked 재고가풍부한

catalog[k®tÂl≥(;)g] 도서목록;̀ 

목록을만들다

discard[disk£;÷d] 버리다

sophisticated[s‰físt‰kéitid]

정교한

simile[sím‰lì] 직유(법)

Reading Skill

부사구

삽입어구 too＋형용사＋to부정사: 너무~해서…할수없다

동사 주어 another theory와동격절

●⌜too ~ to-v⌟의해석

흔히‘너무~해서…할수없다’로해석하지만, 부사 too를수식하는 to부정사의원래기능을살려서해석할수있어야한다. 즉‘…하기에너무~한[하

게]’으로해석할수있게되면‘~ to-v’의응용구조인‘~ not to-v’등도쉽게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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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답 ⑤

전문해석┃오직 Mike만이잔디밭중앙에잠시서있었는데, Ralph가벽에머리를대고“87, 88,

89, 90...”이라고소리치는소리를들었을때손가락을씹으며거의울상이되어있었다. 그러고나

서그는당황하여 자리를 떴는데몸의반은 북쪽으로 달아나려했고, 다른 반쪽은남쪽을 권했다.

Ralph는바로그때몸을돌려그의흰색바지를살짝보았고오싹하게하는소리를지르며그에게

달려들어서 Mike는호스에걸려넘어졌고거기에서울면서누워있었다. “난술래가안될거야.

너는그들을모두다찾아내야해. 모두를!”“나도그래야한다는거알아, 바보야.”라고 Ralph는
그를발가락으로차며말했다. “너는죽었어.”라고그는만족해서말했고나머지숨어있는아이들이

듣고떨도록힘차게휘파람을불며더가치있는먹잇감을찾아성큼성큼걸어갔다.

문제풀이┃⑤는 Ralph이고, 나머지는모두 Mike를가리킨다.

구문풀이┃ 3행 And then he made off in a panic, / half of him [wanting to fly north], / 

the other half [counseling south].

8행 “You’re dead,” he said with satisfaction, / and then stalked off in search 

of worthier prey, / [whistling spiritedly so that the other hiders should 

hear and tremble].

lawn[l∞;n] 잔디

chew[t∫u;] 씹다

make off 급히떠나다, 달아나다

in a panic 크게당황하여

counsel[káunsÂl] 권하다

flash[flæ∫] 섬광, 흘끗봄

charge[t∫£;÷d,] 급히가다, 달려가다

bloodcurdling[bl=dkË;÷dli\]

오싹하게하는

stumble over ~에걸려넘어지다

hosepipe[hóuzpàip] 호스

stalk[st∞;k] 성큼성큼걷다

in search of ~을찾아서

prey[prei] 먹잇감

whistle[¶wísÂl] 휘파람을불다

spiritedly[spíritidli] 기운차게

tremble[trèmbÂl] 떨다, 전율하다

주어 동사

독립분사구문2

독립분사구문1

나머지반쪽
(분사구문의의미상주어)

분사구문의의미상주어

동사1 동사2

분사구문 ~하도록 the other＋복수명사: 나머지~들

06 정답 ④

전문해석┃Henry 2세의막내아들인 John은형 Richard로부터프랑스의 Plantagenet(플랜태저

넷왕가)지배권뿐만아니라영국의왕위도물려받았는데, 그것을 1204년경에프랑스에잃었다. 이

영토들을되찾는것에대한 John의실패, 교황의새로운캔터베리대주교선택에대한로마와의그

의논쟁, 그리고높은수준의과세가영국귀족들로하여금그에대해격분하게만들었다. 1215년
에그들은왕으로하여금억지로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동의하게하면서왕좌의권한과관련하여

자신들의권리를보장하였다. 그것은귀족들의권리를보호하도록의도되었고, 누구도공정한재판

없이투옥되지않도록보장하였다. 이문서의사본은왕권의남용을막으려고하였는데, 영국전역

에배포되었다. 이것은내전을가져왔고, 그것은 1216년에 John의죽음으로겨우끝났다.

문제풀이┃ they forced the King ~ guaranteeing their rights에서 알 수 있듯이 Magna Carta는 귀

족들이자신들의권리를보장받기위해왕으로하여금억지로동의하게만든것이므로④가일치하지않는다.

구문풀이┃ 1행 The youngest son of Henry II, John, / inherited / from his brother 

Richard / the throne of England, / as well as the Plantagenet dominions 

of France, / which he had lost / to the French / by 1204.

5행 In 1215 / they forced the King to agree to the Magna Carta, / guaranteeing

their rights in relation to those of the crown.

관계대명사의계속적용법

A as well as B: B뿐만아니라A도

force＋목적어＋to부정사: ~가…하도록억지로시키다 분사구문

= rights

주어 동사=

inherit[inhèrit] (재산·권리 따위

를) 상속하다

throne[^roun] 왕위

dominion[d‰mínj‰n] 지배권, 

통치권

recapture[ri;k®pt∫‰÷] 되찾다, 

탈환하다

dispute[dispjù;t] 논쟁, 말다툼

archbishop[¢;÷t∫bí∫‰p] 대주교

taxation[tæksèi∫Ân] 과세, 징세

nobility[no¨bíl‰ti] 귀족

up in arms 격분하여

in relation to ~와관련하여

intend[intènd] 의도하다

imprison[imprízÂn] 투옥하다

put an end to ~을끝내다

abuse[‰bjù;z] 남용

distribute[distríbju;t] 배포하다

civil war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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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해설

01 정답 ④

전문해석┃대나무는세계에서가장중요한식물중하나이다. 한가지는, 대나무하나는같은크기

의다른나무한그루보다 35% 더많은산소를방출함으로써인간을이롭게한다. 대나무는또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대기를 정화시킨다. 게다가, 대나무는 빨리 자라는 식물이

다. 어떤대나무종은한시간에 2인치의속도로자라서, 산림이파괴된지역을빨리다시푸르게하

여, 피해를끼치는침식을막아주고태양으로부터보호해준다. 연강(軟鋼)의그것을능가하는힘과

더불어대나무의놀라운성장속도는대나무를훌륭한건축자재가되게한다.

문제풀이┃① 전치사 by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으므

로동명사 releasing이적절하다.

② 식물이빨리자란다는능동의의미이므로현재분사 fast-growing이옳다.

③ providing은앞의 preventing과병렬구조를이루고있다.

④ 앞에나온단수명사 a strength를받는지시대명사로단수형태인 that을써야한다.

⑤ 주어가 growth rate로 3인칭단수이므로동사는 makes를쓴다.

정답 01 ④ 02 ⑤ ▶본문 p.167

bamboo[bæmbù;] 대나무

benefit[bèn‰fìt] 이롭게하다

release[rilí;s] 방출하다

oxygen[£ksid,Ân] 산소

cleanse[klenz] 정화하다

atmosphere[®tm‰sfì‰÷] 대기

absorb[‰bs≤;÷b] 흡수하다

deforest[di;f≤(;)rist]산림을 파괴

하다

erosion[iróu,Ân] 침식

surpass[s‰÷p®s] 능가하다

mild steel 연강(軟鋼)

02 정답 ⑤

전문해석┃의사들은편두통을치료하기위해많은방법들을연구했다. 그들의노력덕분에편두통

환자들은혈관에직접투여하는액체에서부터주름을제거하기위해흔히사용되는보톡스주사에

이르기까지많은치료법들을시도해볼수있다. 그러나모든편두통환자들이그들의문제에대한

도움을얻기위해약에의지하고있지는않다. 그들중일부는편두통과싸우기위해대체치료법을

사용한다. 예를들어, 많은사람들은스트레스를경감시키고그들이겪는편두통의횟수를줄이기

위해요가나명상을이용한다. 그리고어떤경우사람들은어떤음식이편두통을유발하는지안다.

이런사람들은간단히편두통의발병을유발하는것들을피하려고노력한다. 

문제풀이┃ (A) their efforts는 명사구이므로 Thanks to를 써야 한다. Because 뒤에는「주어＋동사」의

절을쓴다.

(B) 글의 흐름상‘모두~인것은아니다’의부분부정이들어가야하므로 not all이알맞다.

(C) 문맥상‘~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의미가 자연스러우며 뒤에 오는 reduce와 병렬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는 to부정사형태가들어가야한다. 

sufferer[s=fÂr‰÷] 환자

blood vessel 혈관

injection[ind,èk∫Ân] 주사

wrinkle[rí\kl] 주름

turn to ~에의지하다

remedy[rèmidi] 치료법

meditation[méditèi∫Ân] 명상

relieve[rilí;v] 경감시키다

trigger[tríg‰÷] 유발하다

set off ~을일으키다[유발하다]

attack[‰t®k] (질병의)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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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 insisted / that he should be paid / three times as much as an average worker.

그는주장했다 / 그가보수를받아야한다고 / 세배더많이 / 평균적인노동자보다

2 No other coffee / is as good as fresh roasted and fresh ground coffee. 

다른어떤커피도~하지않다 / 갓볶아신선하게갈은커피만큼좋은

3 Privacy is / just as important as security.

사생활은~이다 / 보안만큼이나중요한

` 1 Nothing is more powerful / than an idea whose time has come. 

어떤것도더강력하지않다 / 그시대가온생각보다

2 In fact, women talk / almost three times as much as men. 

사실여자들은말한다 / 남자보다거의세배더많이

3 He says / that the countryside is / as precious as an ancient cathedral.

그는말한다 / 시골지역이~하다고 / 옛대성당만큼소중한

주어 동사

주어 as＋원급＋as~: ~만큼…한

목적어(명사절) 비교대상배수사＋as＋원급＋as~: ~보다몇배더…하게

no other ~ as＋원급＋as＋A: 다른어떤~도A만큼…하지않다

nothing(부정어)＋비교급＋than~: 어떤것도~보다더…하지않다

배수사＋as＋원급＋as: ~의몇배만큼…하게

as＋원급＋as ~: ~만큼…한

정답┃ 1.그는자신이평균노동자보다세배더많이보수를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2.그어

떤다른커피도갓볶아신선하게갈은커피만큼좋지는않다.  3.사생활은보안만큼이나중요하

다. 1. than / 그시대가온생각보다더강력한것은없다.  2.much / 사실여자들은남자들

보다거의세배더많이말을한다.  3. precious / 그는시골지역이오래된대성당만큼소중하다

고말한다. 

비교구문/ 특수구문Unit
10

비교구문의형태와의미 ▶본문 p.1681

구문적용 training

average[®vÂrid,] 평균의, 일반적인

roast[roust] 굽다, 볶다

ground[graund] (가루가 되게) 간

[빻은]

security[sikjùÂriti] 보안

cathedral[k‰^í;drÂl] 대성당

negotiation[nigòu∫ièi∫Ân] 협상

blade[bleid] (칼·도구등의) 날

necessity[nisès‰ti] 필수품

prison cell 교도소, 교도소의독방

정답┃ 1.상대편에대해더많이알아낼수록, 당신은협상에서더설득력을갖게될것이다.  

2.밤이되면서, 우리는점점더걱정되었다.  3.나는당신에게 50파운드만큼지불할겁니다.  

4.넓은칼날을가진커다란칼은어떤사람들에게무기라기보다필수품이다.  5.이미지는심리적

인감옥에지나지않는다. 

구문적용 training

비교구문의관용적표현 ▶본문 p.1692

컨셉(구문독해)_해_Unit10-ok  2013.11.29 9:19 PM  페이지106   SinsagoHitec



Unit 10비교구문 / 특수구문 107

정답과해설

1 The more you find out about the other party, / the more persuasive you will become / in 

the negotiation. 
당신이상대편에대해더많이알아낼수록 / 당신은더설득력을갖게될것이다 / 협상에서

2 As night came on, / we were getting more and more worried. 

밤이되면서 / 우리는점점더걱정을하게되었다

3 I’ll pay you / no less than fifty pounds.

너에게지불하겠다 / 50파운드만큼

4 A large knife with a broad blade / is not so much a weapon as a necessity / for some people. 

넓은날이있는커다란칼은 / 무기라기보다는필수품이다 / 어떤사람들에게는

5 Image is / nothing more than a psychological prison cell.  

이미지는~이다 / 심리적인감옥에불과한

the＋비교급~, the＋비교급 ...: 더~할수록, 더…하다

no less than: ~만큼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B

nothing more than: ~에불과한

비교급＋and＋비교급: 점점더~한

정답 01④ 02⑤

▶본문 p.170Reading Application

anger[®\g‰÷] 화, 분노

conduct[k‰nd=kt] 실시하다

survey[s‰;÷vèi] 조사

identify[aidènt‰fài] 확인하다, 

식별하다

option[£p∫Ân] 선택, 취사

argue[£;÷gju;] 논쟁하다

slam[slæm] (문등을) 쾅닫다

moderate[m£d‰rit] 온건한

heart attack 심장마비

vent[vent] 분출하다

stroke[strouk] 뇌졸중

01 정답 ④

전문해석┃연구자들은남성들이그들의분노를표현하는것이건강에더좋은지아니면감정을스

스로에게담아두는것이건강에더좋은지알아보고싶었다. 그래서그들은 23,522명의남성을대

상으로연구를실시했다. 그조사는그들에게그들이화가났을때어떻게행동하는지확인해달라

고부탁했는데, “나는다른사람과논쟁을한다.”혹은“나는문을쾅닫는것과같은행동을한다.”

와같은선택지로부터고르도록했다. 그들은온건한방법으로분노를표현한남성들이분노를거

의표출하지않은남성들의절반수준으로치명적이지않은심장마비에걸리는것같다는사실을

알아냈다. 게다가 그들의 연구는 분노 표현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보여주었다.  

문제풀이┃남성들이 분노를 많이 표출할수록 심장 마비나 뇌졸중 등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이글의주제로는④‘̀분노표출이남성건강에미치는영향’이가장적절하다. 

① 분노를통제하는방법 ②자신의감정을표현하려는남성들의노력

③분노를표출하는데있어서의성별의차이 ⑤심장마비와감정사이의관계

02 정답 ⑤

전문해석┃내게내검사결과를말해주기위해Roman이도착한직후에의사가들어왔다. 그는눈

짓으로 Roman에게말하며처음에는주저했다. 그는가족이아닌 Roman이있는앞에서는아무

것도말하고싶지않다고내비쳤다. 나는의사에게 Roman이결국은어떻게든알게될것이기때

shortly[∫≤;÷tli] 얼마안되어

hesitate[hèz‰téit] 망설이다, 주저

하다

motion to ~에게눈짓으로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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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정답과해설

1 I don’t take much exercise now, / but I did play a lot of basketball / when I was younger.

나는지금운동을많이하지않는다 / 그러나나는농구를정말많이했다 / 내가더젊었을때

2 It was my secretary / that sent the bill / to Mr. Lane / yesterday. 

바로내비서였다 / 청구서를보낸것은 / Lane 씨에게 / 어제

3 Unfortunately / I have no idea / what on earth that means.

불행히도 / 나는모른다 / 그것이도대체무엇을의미하는지

` 1 My father promised / to buy me a brand-new cell phone / and he did buy me one. 

아버지는약속했다 / 나에게최신휴대전화를사주시겠다고 / 그리고그는정말나에게휴대전화를사주셨다

2 It was the students / that were creative / simply because no one told them / they couldn’t 

do something.
바로학생들이었다 / 창의적인것은 / 단지어느누구도그들에게말하지않았기때문에 / 그들이뭔가를할수없다고

3 George was going to buy a bookcase, / but in the end / he made one himself.

George는책장을사려고했다 / 그러나결국 / 그는직접책장을만들었다

문장안의특정어구를강조하는강조구문 ▶본문 p.1723

secretary[sèkr‰téri] 비서

brand-new[br®nÎnΔú;] 신형의,

신제품의

bookcase[bùkkéis] 책장

정답┃ 1. did / 나는지금은운동을많이하지않지만, 더젊었을때는농구를정말많이했었다.

2. It, that / 어제 Lane 씨에게청구서를보낸것은바로내비서였다.  3. on earth / 불행히도나

는그것이도대체무슨뜻인지모르겠다. 1. did / 아버지는나에게최신휴대전화를사주겠다

고약속하셨고, 나에게정말휴대전화를사주셨다.  2.were / 단지아무도그들에게뭔가를할수

없다고말하지않았기때문에창의적인것은바로학생들이었다.  3. himself / George는책장을

사려고했으나결국그가직접책장을만들었다. 

구문적용 training

일반동사play를강조하는조동사

「It ~ that ...」강조구문: …한것은바로~이다(주어인my secretary를강조)

도대체(의문사강조) 

일반동사buy를강조하는조동사간접목적어

재귀대명사의강조용법

「It ~ that ...」강조구문(주어강조) 부사절

부사구

문에괜찮다고말했다. 바로그때가내가검사에서암에걸렸다는결과가나왔다고솔직하게들었

던때였다. 그가치료에관하여내선택사항들을설명할때그의목소리는배경소음에지나지않았

다. 나는심지어그가말하고있는것에집중하기시작하는것조차할수없었다. 그러고나서나는

그의얼굴에비친반응을보기위해 Roman을쳐다보았으나분별할만한감정이없었다. 그는젖

은슬픈눈으로그저멍하니나에게미소지었다. 

문제풀이┃①~④의 He[he]는의사를가리키는반면에⑤의 He는 Roman을가리킨다. 

straight out 솔직히, 철저히, 망설이

지않고

glimpse[glimps] 잠깐 보다, 언뜻

보다

discernable[disÁ;÷nèibÂl] 식별

할수있는, 인식할수있는

emptily[èmøtili] 멍하게, 공허하게

직접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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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비교구문 / 특수구문 109

정답과해설

주어와동사의도치 ▶본문 p.1734

organize[≤;÷g‰nàiz] 조직화하다

devotion[divóu∫Ân] 헌신

amazing[‰mèizi\] 놀라운

정답┃ 1. have we / 우리는조직화해야할더큰필요를경험한적이없었다.  2. does he do /

오직그의가족에대한헌신때문에그는그렇게힘든일을한다.  3. did we have / 우리는훌륭한

마사지를받았을뿐아니라이멋진기관을계속후원할수있어서행복감을느끼기도했다.  4. did
I know / 그당시에나는동일한교장선생님이 10년후에내인생에서주요한역할을할거라는

것을거의알지못했다.  5. are / 우리집근처에는내친한친구들이운영하는두개의큰제과점이

있다. 

구문적용 training

해석 ┃●꼭봄이가을로바귀어야하듯이, 우리모두는늙어야한다. ●̀내가어제신문을읽었

더라면, 그의죽음에대해알았을텐데. ●̀그가내이름을불렀을때만나는돌아서그를

보았다. ●̀비가내렸다.

구문 up

03 정답 ⑤

전문해석┃나는사람들이처음대면한 1분사이에우리에대한최초의견해를형성한다는것이말

해지는것을여러번들어왔다. 좋은출발을하는것이중요한이유는일단견해가형성되면바꾸기

가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만일사람들이당신을불친절하거나무례하거나매너가없다고여긴다

정답 03⑤ 04②

▶본문 p.174Reading Application

initial[iní∫Âl] 처음의, 최초의

opinion[‰pínj‰n] 견해, 의견

alter[≤;lt‰÷] 바꾸다, 변경하다

1 Never have we experienced / a greater need / to be organized.

우리는결코경험한적이없다 / 더큰필요성을 / 조직화되어야할

2 Only for the devotion to his family / does he do such hard work.

오직그의가족에대한헌신을위해 / 그는그렇게어려운일을한다

3 Not only did we have a wonderful massage, / but we felt happy / to have been able to support

this amazing organization.
우리는훌륭한마사지를받았을뿐만아니라 / 행복감을느끼기도했다 / 이멋진기관을계속후원할수있어서

4 Little did I know at that time / [that the same principal would play a major part / in my life 

/ ten years later]. 
그때는거의알지못했다 / 동일한교장선생님이주요한역할을할거라는것을 / 내인생에서 / 10년후에

5 Near my house are two big bakeries / run by my close friends.

우리집근처에는 / 두개의큰제과점이있다 / 내친한친구들이운영하는

부정어(구)  ̀동사 `주어 목적어 형용사적용법

부정어(구) ̀조동사주어

부정어(구) ̀조동사주어동사 부사구 목적어(명사절)

부사구 동사 주어 과거분사구(two big bakeries 수식)

부사구 조동사 주어

일반동사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아니라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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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답과해설

04 정답 ②

전문해석┃시장은직업에관한조언으로가득차있다. 이조언중많은것의문제점은그것이모든

상황에적용될의도를갖고있다는점이다. (B) 그러나하나의사이즈가모든경우에맞는것은아

니다. 효율적인협상은상황에따른다. 그래서직업에관해가장중요한할일은상대편을이해하는

것이다. 그때만이비로소여러분은주어진상황에맞는협상전략을개발할수있다. (A) 그것은같

은회사에서도각기다른사람에게각기다른협상전략을가질수도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은

더많은노력을필요로하지만훨씬더정확하고효과적이다. 목표는여러분자신을회사조직내에

서더가치있게만드는것이다. (C) 간단히말해, 여러분의인지된가치가더높을수록여러분은직

장에서더출세할것이며, 경기침체기에여러분을해고하기가더어려워질것이다. 

문제풀이┃직업에 관한 조언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일반화된 주어진 글에 이어 구체적

인내용으로 화제전환을 이루면서 그러나그것은 문제가있으며 상황에따라 다른전략을가져야 한다는 (B)

가 오는 것이적절하다. (A)에서 그에대한부연설명이자세히나온뒤자신을좀더가치있는사람으로만들

었을때의결과에관한 (C)로 마무리되는것이가장자연스럽다. 

apply[‰plái] 적용하다

negotiation[nigòu∫ièi∫Ân] 협상

firm[f‰;÷m] 회사

precise[prisáis] 정확한

situational[sìt∫uèi∫‰nÂl] 상황에

따른

regarding[rig£;÷di\] ~에관하여

advance[‰dv®ns] 나아가다, 진보

하다

perceive[p‰÷sí;v] 감지하다, 인지

하다

economic[ek‰n£mik] 경제의

downturn[dáuntË;÷n] 침체

면그들은당신에게친절히대하거나도움을주지않으려할것이다. 그들은당신을피하거나뒤에

서이야기하거나다른사람들과부정적인감정을공유할것이다. 당신은다르게행동할어떤근거

도그들에게주지않았다. “나는그사람이어떤지모르지만, 그가싫어.”와같은말에기여하는것

은바로그러한부정적인첫인상이다.

문제풀이┃부정적인 첫인상을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좋은 첫인상

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⑤‘̀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적절하다.

① 좋은인상을만들기위한방법 ②사람들이나쁜첫인상을만드는이유

③사람들이첫인상에집착하는이유 ④좋은첫인상을만드는데있어서의어려움

disrespectful[dìsrispèktf‰l]

무례한, 예의없는

be unlikely to ~하지않는것같다

otherwise[="‰÷wàiz] 다르게

impression[imprè∫Ân] 인상

contribute[k‰ntríbju;t] 기여하

다, 원인[도움]이되다

phrase[freiz] 표현

문장의일부가생략되는생략구문 ▶본문 p.1765

twist and turn 몸을뒤척이다

purchase[pÁ;÷t∫‰s] 구매하다

soak[souk] 담그다

given[gívÂn] 특정한

정답┃ 1. we are / 잠자는동안, 우리는우리의몸을뒤척이고우리의몸은덥고찬것에반응한

다.  2. they are / 그들은해야할필요가있는것을들을것이고응답하도록요구받지않으면응답

하지않을것이다. 1. purchased / 건조상태로구매되었다면, 햇볕에말린토마토는최소 30
분에서최대 2시간까지항상물에담가두어야한다.  2. are / 특정질병의발병이다른지역에서보

다한지역에서더높은것을발견하는것은드문일이아니다.

구문적용 training

1 While (we are) sleeping, / we twist and turn our body, / and our body responds to hot or 

cold.
우리가잠자는동안 / 우리는우리몸을뒤척이고 / 우리몸은뜨겁거나찬것에반응한다

부사절에서「주어＋be동사」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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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y will listen to / what needs to be done, but will not respond / unless (they are) asked to 

respond.
그들은들을것이다 / 해야할필요가있는것을 / 그러나반응하지않을것이다 / 응답하도록요구받지않으면

` 1 Sun-dried tomatoes, / if purchased dry, / should always be soaked / for a minimum of a half

hour or up to two hours.

햇볕에말린토마토는 / 건조상태로구매되었다면 / 항상담가놓아야한다 / 최소 30분에서최대2시간까지

2 It is not uncommon / to find [that incidents of a given disease will be higher / at one place / 

than they are at another]. 

드물지않다 / 특정질병의발병이더높은것이 / 한지역에서 / 다른지역에서그런것보다

선행사를포함한관계대명사 ~하지않으면 부사절에서「주어＋

be동사」생략가능

주어 조동사 수동태 부사구

~까지

가주어 진주어(to부정사구)  find의목적어(명사절)

동일한구조로써야하는병렬구조 ▶본문 p.1776

정답┃ 1. attain / 부모님은나를대학에돌아가서열심히공부하고석사학위를취득하게했다.

2. lacked / 그는시험공부를하는데마지막순간까지기다렸고, 부주의한태도로실험실문제를

끝냈으며, 의욕이부족했다.  3. that / 코치는선수들에게잠을충분히자고, 지나치게많이먹지

말고, 경기전에준비운동을해야한다고말했다.  4. thoroughly / 생산관리책임자는보고서를

빠르게, 정확하게그리고빈틈없이쓰도록요구받았다.  5. poking / 그녀는숨을참아보고, 껌을

씹어도보고, 자신의배를찔러도보았지만화학시험동안에꾸르륵거리는그녀의빈배를잠재울

수없었다. 

구문적용 training

∧
(they)

∧
(they are)

∧
(high) 비교구문에서중복어구생략

1 My parents made me go back to college, / study hard, / and attain my master’s degree. 

부모님은나를학교로돌아가게했다 / 공부를열심히하게 / 내석사학위를따게

2 He waited until the last minute to study for the exam, / completed his lab problems / in a 

careless manner, / and lacked motivation.

그는시험공부를하는데마지막순간까지기다렸고 / 실험실문제를끝냈으며 / 부주의한태도로 / 동기가부족했다

3 The coach told the players / that they should get a lot of sleep, / that they should not eat too

much, / and that they should warm up before the game.

코치는선수들에게말했다 / 그들이잠을충분히자야한다고 / 그들이지나치게많이먹어서는안된다고 / 그들이경

기전에준비운동을해야한다고

사역동사목적어목적격보어1(동사원형) 목적격보어2 목적격보어3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1̀(that절)

직접목적어3̀(that절)

직접목적어2̀(that절)

동사1(과거형동사) 동사2

동사3

attain[‰tèin] 이루다, 획득하다

motivation[mòut‰vèi∫Ân] 동기

부여, 의욕유발

thoroughly[^Á;ro¨li] 빈틈없이,

완전히

hold one’s breath 숨을참다

poke[pouk] 찌르다

rumble[r=mbÂl] (뱃속에서) 꾸르

륵소리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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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production manager / was asked to write his report / quickly, accurately, and thoroughly.

생산관리책임자는 / 그의보고서를쓰도록요구받았다 / 빠르게정확하게그리고빈틈없이

5 She tried holding her breath, chewing a piece of gum, and poking her belly, / but she could 

not quiet her empty stomach, / which rumbled during the chemistry exam.

그녀는숨을참아보고, 껌을씹어보고, 배를찔러봤다 / 하지만그녀의빈배를잠재울수없었다 / 화학시험동안에

꾸르륵거리는

주어 동사(수동태)

try＋v-ing: ~해보다 / 목적어1(동명사구)

부사1 부사2 부사3

목적어2

계속적용법의관계대명사

목적어3

05 정답 ④

전문해석┃많은종류의과학기술이자동차를타는것을더안전하게하기위해개발되었다. 이런과

학기술에는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충돌충격의일부를흡수하는이동가능한범퍼가포함된다.

그러나모든사람들이이런과학기술사용을좋아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많은자동차는충돌

의경우운전자와앞좌석승객을보호하기위해에어백을장착하고있다. 그러나아이들과덩치가

작은어른은어떤에어백에의해부상을당할수도있다. 이런이유때문에, 어떤사람들은그들이

이미안전벨트를사용하고있다면에어백은허용할만한위험이아니라고생각한다.그들은에어백

이없는자동차를구매하는선택을맘에들어할것이다. 다른사람들은에어백이사회전반적으로

위험보다득을더많기제공하기때문에모든차에에어백을장착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들은에

어백으로목숨을구할수도있는사람들이선택이주어질경우에어백이없는차량을살까봐걱정

한다.

문제풀이┃주어진문장의 For this reason을통해볼때주어진 문장앞에는에어백의 위험성에 대해언급

되어야한다. 또한 ④번 문장뒤의 They는주어진문장의 some people(에어백에 대한부정적견해를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므로가장적절한위치는④이다. 

정답 05④ 06②

▶본문 p.178Reading Application

acceptable[‰ksèpt‰bÂl] 허용

가능한

absorb[‰bs≤;÷b] 흡수하다

passenger[p®sÂnd,‰÷] 승객

injure[índ,‰÷] 부상을입히다

benefit[bèn‰fìt] 혜택

06 정답 ②

전문해석┃왜음악이대다수의사람들에게다른종류의예술에비해훨씬더깊은감정을불러일으

키는가? 분명히우리는음악보다다른예술을더즐기는사람들을찾을수있지만그런예외가이

일반적인법칙을무효화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 심지어이류수준의지방음악가도콘서트장에

서그들이소리지르고울고심지어는실신할정도로관중들에게깊은감정을불러일으킬수있다.

그러나어느누구도박물관에전시된예술작품에심지어진정한거장들에의해만들어진작품에조

차그런식으로절대반응하지않는다. 마찬가지로아름다운춤을보면서당신이경험하는즐거움

이아마도매우멋진조각품을감상하면서경험하는즐거움을넘어설것이다. 이것이사실이며그

리고엄청나게불균형한다수가다른것들보다예술의특정범주를더즐긴다는것이분명하다.

문제풀이┃ (A) 뒷부분에는음악이사람들에게깊은감정을불러일으키는구체적인예시가나와있으므로 For

example이적절하다.

invoke[invóuk] (느낌·상상을) 불

러일으키다

exception[iksèp∫Ân] 예외

negate[nigèit] 무효화하다

faint[feint] 실신하다, 기절하다

display[displèi] 전시하다, 진열하다

exceed[iksí;d] 넘다, 초과하다

sculpture[sk=lpt∫‰÷] 조각품

this is the case 이것이사실이다

hugely[hjù;d,li] 엄청나게

disproportionate

[dìspr‰p≤;÷∫‰nit] 불균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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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후에는 춤을 감상할 때의 즐거움이 조각품을 감상할 때의 즐거움보다 크다는 바로 앞부분과 비슷한 예

시가나와있으므로 Likewise(마찬가지로)가 알맞다. 

① 그에반해서 - 게다가 ③예를들어 - 그럼에도불구하고 ④게다가 - 대신에 ⑤게다가 - 반대로

01 정답 ③

전문해석┃많은종류의경매가있다. 가장친숙한것은흔한영국식경매인데, 여기에서가격제시

자는연속해서더높은가격을제시하고단한명만남을때가되어서야멈춘다. 이런종류의경매에

서판매자의목적은판매가를최대화하는것이다. 실제로그는그목적을달성하기에충분한정보

를좀처럼갖고있지않다. 만일두명의가격제시자가둘다기꺼이매우높은가격으로간다면, 영

국식경매는그들이서로경쟁하게해서판매자의이익을위해가격을가능한높게끌어올린다. 만

일한명의가격제시자가기꺼이높은가격으로간다면, 영국식경매는판매자에게는처참한데다

른모든사람이일찍빠져나가잠재적인고액가격제시자가기막히게좋은싼물건을얻기때문이

다. 반대로영국식경매는만일관중중에두명의높은가격제시자가있다면판매자에게좋다. 

문제풀이┃ (A)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가격 제시자가‘연속적으로’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므로

successively가알맞다. (sporadically: 산발적으로) 

(B) 판매자의 목표는 가격을 최대화하는 것이며, 뒷부분의 pushing the price up as high as possible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를 통해‘maximize(최대화하다)’를 유추할 수 있다. (minimize: 최소화하다) 

(C) 뒷부분에 높은 가격 제시자가 한명인 경우와두명인 경우가나오는데 두명의경우 서로경쟁해서 판매

자에게유리하다고했으므로그와대조되는예인높은가격제시자가한명인경우는영국식경매는판매자에

게‘끔찍하다(disastrous)’고 하는것이적절하다. (favorable: 호의적인)

구문풀이┃ 5행 If two bidders / are both willing to go very high, / an English auction can
force them /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 pushing the price up / as 

high as possible /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auction[≤;k∫Ân] 경매

bidder[bíd‰÷] 가격제시자

fabulous[f®bj‰l‰s] 기막히게좋은

bargain[b£;÷g‰n] 싸게사는물건

정답 01③ 02② 03③ 04③ 05⑤ 06③

▶본문 p.180Test실전Unit
10

force A to-v: A를억지로~하게하다 분사구문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한~하게

02 정답 ②

전문해석┃만일여러분이흥미진진한직업을찾고있다면비행기승무원이되는것에대해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비행기승무원은그직업을위해많은양의훈련을받습니다. 그들은대인관계의

기술, 고객서비스, 그리고안전에대해배웁니다. 둘째로, 비행기승무원들이일하러갈때마다그

들의경치가바뀝니다. 그들은어느날에는발리에있을수있고다음날에는하와이에있을수있습

니다. 때때로그들은고국으로돌아가기전에하루나이틀동안그도시에머물기도합니다. 게다가

비행기승무원은휴가철비행기표에대해할인가격을받습니다. 미국의어떤비행기에대해서도

단지 10달러만쓴다고상상해보십시오! 진정으로신나는직업으로, 혜택들이그만한가치가있으

므로승무원이되는것을고려해보십시오. 

문제풀이┃승무원이 되는 것의 장점들을 나열하는 중에 있는 문장이므로 첨가의 의미가 있는 접속사 ②‘In

addition(게다가)’을써야한다. 

① 그러므로 ③그결과 ④그러나 ⑤반면에

career[k‰rí‰÷] 직업

flight attendant 비행기승무원

interpersonal[ìnt‰÷pÁ;÷sÂnÂl]

대인관계의

scenery[sí;n‰ri] 풍경, 경치

bargain price 할인가

benefit[bèn‰fìt] 혜택

worth[w‰;÷^] ~의가치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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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답 ③

전문해석┃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시카고의 거대한 공영주택 개발에 그들의 관심의 초점을 맞췄

다. 개발은특히두가지이유때문에흥미롭다. 첫째로, 일부구역들은상대적으로많은수의관목

과나무를포함한반면에, 다른지역들은소위콘크리트숲을닮았다. 둘째로, 이연구전에거주자

들은 개발중인 아파트에 무작위로 배정되어서 이 두 유형의 지역들에서의 범죄율의 차이가 소득,

배경또는기타다른그러한요인들의결과가될수없도록확실히했다. 연구는인상적인결과를내

놓았다. 녹색식물을포함했던개발지역들은단지콘크리트만을포함했던지역들보다 48% 더낮

은재산범죄와 52% 더적은폭력범죄에관련되었다. 연구자들은식물이사람들을기분좋게만

들어서그들이범죄를덜저지르게한것같다고추측했다. 

➞녹지가반사회적인행동을줄이는데영향을미친다. 

문제풀이┃연구 결과 숲이나 식물이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낮았다고 했으므로‘녹지’

가‘반사회적인’행동을줄이는데영향을미친다고요약할수있다. 

① 기술-이동하는 ②기술-이성적인

④푸른나무, 푸른 잎-교훈적인, 도덕주의의 ⑤지역사회-비관적인

구문풀이┃ 8행 [The parts of the development / that contained green plants] / were 

associated with 48 percent fewer property crimes / and 52 percent 

fewer violent crimes / than those that contained nothing but concrete. 

public-housing[p=blikháuzi\]

공영주택의

relatively[rèl‰tivli] 상대적으로

shrub[∫r<b] 관목

proverbial[pr‰vÁ;÷bi‰l] 속담의,

속담형태로표현된

randomly[r®nd‰mli] 무작위로

assign[‰sáin] 할당하다, 지정하다

ensure[in∫ù‰÷]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yield[ji;ld] 산출하다

impressive[imprèsiv] 인상적인

property[pr£p‰÷ti] 재산

nothing but 단지~뿐

speculate[spèkj‰léit] 추측하다,

생각하다

commit[k‰mít] 저지르다

04 정답 ③

전문해석┃우리나라가아이들이저지르는일련의잔혹행위들에의해강타되고있다. 그것들에대

해읽는것은등골을오싹하게하지만, 나에게훨씬더공포스러운것은많은어른들이그범죄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Newsweek는 이러한 어린 살인자들이‘무력감에 의해 이끌려’졌다고 말하는

가하면, Time은‘무책임한대중문화’를탓한다. 분별없는살인사건들이일어난후에, 나는옳고

그름에대한말이나오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 그러나너무자주사회는악행을저지르는사람이

나쁘다고주장하기를거부한다. 대신에우리는악행을저지르는사람들이병에걸린평범한사람들

이라고말한다. 윤리적판단이심리학적진단들에의해대체되고있다. 이것은바뀌어야한다. 우리

는아이들에게그들이선을선택하는것을배울수있도록악행을저지르는것의폐해에대해가르

쳐야한다.

문제풀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심리적 요인이나 대중 문화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청소

년들에게옳고그름의기준을정확히가르쳐서’선행을배울수있게해야한다는내용의글이다.

구문풀이┃ 2행 ~ even more frightening to me / is the way / a lot of adults are explaining 

the crimes.

batter[b®t‰÷] 강타하다

brutal[brù;tÂl] 잔인한

commit[k‰mít] 범하다, 저지르다

frighten[fráitÂn] 놀라게하다

irresponsible[ìrisp£ns‰bl]

무책임한

senseless[sènslis] 분별없는

assert[‰sÁ;÷t] 단언하다, 주장하다

evildoer[í;vÂldú;‰÷] 나쁜 짓을 저

지르는사람, 악인

folk[fouk] <보통 -s> 사람들

psychological[sàik‰l£d,ikÂl]

심리학의, 심리학적인

diagnosis[dài‰gnóusis] 진단

(pl. diagnoses)

관계대명사절주어

비교급

비교급 단지~뿐= the parts of the development

동사

구문풀이┃ 4행 [Second, / every time flight attendants go to work], / their scenery changes.

7행 Imagine spending / no more than ten dollars / for any flight / in the United 

States!

부사절을이끄는접속사(=whenever)

동명사(Imagine의목적어) 단지, 겨우 spend A for B: A를 B에소비하다

비교급강조 관계부사how와바꿔쓸수있음(둘중하나만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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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답 ⑤

전문해석┃많은사람들이감정을‘쌓아두는’것이통제할수없는감정의폭발위험이있다고믿고

있지만이믿음은사실과일치하지않는다. 분노를터뜨리는것은더작은자극에도격분하게되는

경향을훨씬더증가시킬수있다. 믿을만한심리학연구에서는당신이누군가에게화가났을때,

적극적으로그사람과맞서거나상처줌으로써그것을가슴에서털어놓는것은당신의나쁜감정을

중화시키지않는다고밝혔다. 대신에그것은거의분명히그감정을강화시킬것이다. 더분별력있

고안전한전략은적어도당신분노의격정이진정되고당신불만의본질과그문제를해결하기위

해할수있는일에대해좀더이성적이될때까지, 감정을자기만알고숨겨두는것이다. 

문제풀이┃분노를밖으로표출하는것이통념상더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것과는반대로더문제를크게할

수있기때문에분노의감정이가라앉을때까지는표현을하지않는것이좋다는것이이글의요지이다. 

구문풀이┃ 2행 It is far more likely / that venting one’s anger will increase the tendency 

/ to become enraged at ever smaller provocations.

4행 Solid psychological research / indicates / that, when you are angry with 

someone, / “getting it off your chest” / by aggressively confronting or 

hurting that individual / will not neutralize your bad feelings.

solid[s£lid] 확실한, 믿을수있는

indicate[índikéit] 나타내다, 보여

주다

aggressively[‰grèsivli] 적극적

으로, 공격적으로

confront[k‰nfr=nt] 맞서다

intensify[intèns‰fài] 심화시키다,

강화하다

sane[sein] 분별있는, 온당한

passion[p®∫Ân] 격정

subside[s‰bsáid] 가라앉다, 진정

되다

rational[r®∫Ânl] 이성적인, 합리적인
가주어 진주어(that절)

by v-ing: ~함으로써

to부정사(̀형용사적용법)

주어 동사 목적어(that절)

비교급강조

06 정답 ③

전문해석┃많은사람들이가격이더저렴한에너지드링크가효과가더적다고생각할지도모른다.

연구자들에따르면, 소비자들은일반적으로위약효과의한형태에시달린다. 그들은더싼제품들

이덜효과적이라고예상하기때문에, 그것들은그제품들이더비싼제품들과동일할지라도일반

적으로효과가더낮다. 이런이유때문에상표가있는아스피린이일반아스피린보다효과가더좋

고대부분의소비자가블라인드맛테스트에서차이를구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코카콜라가더

값이싼콜라보다맛이더좋다. 사람들은보통싼제품이질이낮다고생각하고일단이러한기대들

이 활성화되면 그것들은 정말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성적인 머리는 현실

감각을왜곡시켜서대안을제대로평가할수있는능력이상실된다. 다시말해우리는믿을만한의

견을따르기보다는우리자신의잘못된추정을따른다. 

문제풀이┃가격을 떠나 상품을 제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비싼 제품이 더 좋다는 편견을 갖고 그 잘못된 기대

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믿을만한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잘못된 우리만의 추정

을따른다’가가장적절하다. 

① 상표없는음식의싼맛을즐기는데익숙해진다

②광고주가좋은결과를얻기위해창의성을강조하도록오도한다

④다른포도주의다른맛을분별하기위해우리자신을더훈련시켜야한다

⑤맛보기테스트에참여할믿을만한피실험자를거의구할수없다

구문풀이┃ 3행 Since they expect / cheaper goods to be less effective, / they generally 

are less effective, / even if the goods are identical / to more expensive 

products.  

typically[típikÂli] 일반적으로, 보통

placebo effect 위약효과

identical[aidèntikÂl] 동일한, 똑

같은

brand-name[brændneim] 상표

가붙은, 유명한

generic[d,‰nèrik] 회사 이름이

붙지않은, 일반명칭으로판매되는

activate[®kt‰véit]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

distort[dist≤;÷t] 왜곡하다

assess[‰sès] 평가하다

alternative[∞;ltÁ;÷n‰tiv] 대안

접속사(~이기때문에)

비교급 비교급접속사(비록~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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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1 ⑤ 02 ③ ▶본문 p.183

squeeze[skwi;z] 밀어 넣다, 집어

넣다

come up against ~에 직면하다,

~와대립하다

come into contact with ~와만

나다, ~와접촉하다

accidently[®ksidÂntli] 우연히

bump into ~와 (우연히) 마주치다

01 정답 ⑤

전문해석┃하루에는단지 24시간만있고일년에는 365일만있다. 우리가깨어있는시간에더많

은활동을집어넣으려아무리열심히노력해도우리는제한요인에직면하게된다. 고속여행은우

리가훨씬더먼지역에있는더많은사람과만날수있게해주었다. 그러나이것의단점은우리가

그어느한장소에서도보다더적은시간을보낸다는점이다. John Adams가말했듯이“여행중

인사람이더넓게다니기로선택하면그들은더얇게다녀야만한다.”우리가우리자신을더얇게

퍼뜨린다는사실이없다면, 이것은문제가되지않을지도모른다. 시내중심가를걸어가다우연히

당신이아는사람을만날확률은이제더낮을것이며, 이것은그거리를덜친근한장소로만든다. 

문제풀이┃①‘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의 의미로 부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이므로 hard가 어법상

적절하며 no matter how hard는 however hard로바꿔쓸수있다.

②⌜enable＋A＋to-v⌟는‘A가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라는 의미인데 to부정사 to come이 쓰였으므로

어법상적절하다. 

③ 비교급을강조할때 far, much, a lot 등을사용할수있으므로 wider를강조할때 far를사용할수있다.

④ were it not for는‘~이 없다면’의 의미로⌜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구문에서 접속사 if가 생략되

어주어와동사가도치된표현이다.

⑤ bump는 walking과함께전치사 of에연결되므로 bumping으로고쳐야한다. 

02 정답 ③

전문해석┃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뭔가를하면서보내는시간의양은우리가먹는음식에서얻는칼로리를연소시키기에충분하지않

다. 과거에는더많은사람들이신체적인노력을필요로하는직업을갖고있었으나오늘날에는소

수만이육체노동에종사하고있다. 세탁기와진공청소기와같이‘노동을덜어주는’장치의출현은

일상적인집안일에필요한노력의양을줄여주었고우리는과거어느세대보다 TV를보거나컴퓨

터를사용하며에너지를적게쓰는방식으로보다더많은여가시간을보내고있다. 앉아서생활하

는습관은우리를뚱뚱하게만들뿐만아니라건강에더광범위한영향을미친다. 신체적으로비활

동적인사람은좀더일찍사망하기쉽다. 그들은더활동적인사람들보다심장질환으로사망할위

험이두배더높다. 

문제풀이┃ (A) of ~ vacuum cleaners는 주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주어는 The advent이므로 has

가적절하다. (B) watching과 병렬구조를 이루는 분사구문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using이 알맞다. 

(C)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make와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는

have가 알맞다. 

physically[fízik‰li] 신체적으로

minority[min≤;riti] 소수

be engaged in ~에종사하다

manual[m®nju‰l] 손으로 하는,

육체노동의

advent[®dvent] 도래, 출현

labor-saving[lèib‰÷sèivi\]

노동을덜어주는

household[háushòuld] 가정의

sedentary[sèdÂntéri] 주로 앉아

서하는

4행 This is [why brand-name aspirin works better] / than generic aspirin / 

and [why Coke tastes better / than cheaper colas, / even if most 

consumers can’t tell the difference / in blind taste tests]. 

이것이~한이유이다

접속사(비록~일지라도)

비교급

비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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