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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동사 

p  8 ~ 9

1  plays  2  has   3  lie 

4  sounds   5  had become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최첨단 박물관과 새롭게 개조된 수족관과 같은 아름다운 현대식 

건축물이 Chattanooga의 복구에 큰 역할을 한다. / 문장의 주어는 

Beautiful modern architecture이므로 단수동사 plays가  

알맞다.

2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의 수가 지난 몇 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해 

왔다. / 「the number of +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has가 알맞다.

3  도시는 무언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사적이다. / 동사 뒤에 부사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자동사 lie

가 적절하다. lay는 ‘놓다; 눕히다’는 의미의 타동사이다.

4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너무 자주 상대방의 이름을 부

르는 것은 속임수가 있는 것처럼 들린다. / 동명사가 주어로 단수 

취급하며, 동사가 와야 하므로 sounds가 적절하다. 

5  그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의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 부드러운 하얀 언덕 모양이 되어 있었다. / 창밖을 내다보기 전에 

이미 차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부드러운 하얀 언덕 모양이 된 것이

므로 대과거 had become이 알맞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산소가 전부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 결국 생명을 죽인다. 궁극적인 생명력은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

든 산소를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 세포 공장에  

있다. 그러나 호흡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활동적으로 

유지시키는 산소 연소는 활성 산소라는 부산물을 내보낸다. 그것들(활성 

산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특징(서로 다른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 보장을 돕는다. 예를 들어, 감

염원을 퇴치하기 위해 신체가 동원될 때, 신체는 침입자들을 매우 효율

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한바탕 활성 산소를 만들어 낸다. 다른 한편으로, 

활성 산소는 통제 불능으로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

포의 단백질을 부식시키고, 세포막을 뚫고 세포의 유전 암호를 변질시

켜 마침내 그 세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죽어버린다. 보호자인 동시에 보복자로서 생명체의 일부로 내재되어 있

는 이런 사나운 활성 산소는 노화의 강력한 동인이다.

정·오답 근거

① 관계대명사의 쓰임이 올바른가  

   that은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를 선행사로 취하며 관

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❷ 주어에 상응하는 동사는 무엇인가  

   문장에는 시제와 수, 그리고 인칭에 알맞은 동사가 있어야 한다. 

The combustion of oxygen ~ and active가 주어이므로  

② sending을 동사 sends로 고쳐야 한다. 

③ to부정사의 쓰임이 올바른가  

   to부정사 to f ight는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며 동사 

mobilizes를 수식한다.

④ 부사 uncontrollably의 쓰임이 올바른가  

   동사 move를 수식하므로 부사 uncontrollably는 알맞다.

⑤ 과거분사의 쓰임이 올바른가  

   의미상 주어인 These fierce radicals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과거

분사 built는 알맞다.

어휘 담기  combustion[kəmbᴧ́sʧən] 연소 

mobilize[móubəlàiz] 동원되다  

infectious agent 감염원(感染源, 전염병의 병원체) 

burst[bəːrst] 한바탕 터뜨림  

uncontrollably[ᴧ̀nkǝntróulǝbli] 통제할 수 없게, 제어하기 힘들게 

pierce[piərs] 뚫다     genetic code 유전 암호 

dysfunctional[disfᴧ́ŋkʃənl]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avenger[əvéndʒər] 보복자     agent[éidʒənt] 동인(動因), 요인     

aging[éidʒiŋ] 노화

  수능 어법 완성  

01 | 동사 p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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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와 타동사, 능동태와 수동태, 수 일치, 지시 

대명사, 동사와 분사의 구분

전문해석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본토에서 3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이다. 이곳은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25만 

마리 동물들의 서식처이다.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토착종들의 수는 

과학자들에게 놀라울 정도이다. 그들은 왜 그곳이 그렇게 많은 특이종들

의 서식처인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과학자들이 수집한 증

거의 대부분은 그 섬에 있는 동물들이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에 있는 

동물들과는 별개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한때는 인도에 붙어 있던 그 

섬이 표류하게 되었을 때, 그 섬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고립되었다.

정·오답 근거

①   ‘놓여 있다; 눕다’의 의미인 자동사 lie(− lay− lain) 뒤에는 목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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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없다. 이와 달리 ‘놓다; (알을) 낳다; 눕히다’는 의미의 lay 

(− laid− laid)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②   선행사인 animals는 발견하는 주체가 아니라 발견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cannot be found는 알맞다. 

③   「the number of + 복수명사」는 ‘~의 수’라는 의미로 주어가 단수인 

The number이므로 단수동사 is는 적절하다.

④   앞에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받을 때, 단수명사는 that, 복수명사는 

those로 받는다. 지시대명사가 복수명사인 the animals를 지칭하

므로 those는 적절하다.

❺   When은 접속사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부사절의 주어는 

the island이고, which was once attached to India는 삽입

절이므로 뒤에는 동사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분사 drifting은 

동사의 과거형인 drifted가 되어야 알맞다.

어휘 담기  mainland[méinlӕ̀nd] 본토       

endemic[endémik] (특정 지역, 집단) 고유의, 풍토적인     

species[spíːʃiːz] 종     come up with 내놓다, 고안해 내다     

evolve[iválv] 진화하다     attach A to B A를 B에 붙이다      

drift[drift] 표류하다, 떠돌다     isolate[áisəlèit] 고립시키다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지시대명사, 시제 일치, 수 일치

전문해석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효과적이었을지라도, 일부 쟁점들은 너무 논란이 심해서 해결

하기가 어렵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서부 오리건 주, 워싱턴 

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서 그러한 한 논쟁이 차츰 불거져서 오

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은 이 쟁점을 인간의 생계 문제와 환경 문제

가 대립하는 드라마로 묘사했다. 수천 개의 일자리와 고목으로 이루어

진 넓은 면적의 침엽수림의 미래가 그 숲에 의존하는 생물들의 생존과 

함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오답 근거

(A)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 that ...」 구문으로 

앞에 제시된 some issues를 지칭하는 「대명사의 복수형 + 복수동

사」인 they are가 적절하다.

(B)   during the late 1980’s and 1990’s라는 과거의 특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므로 과거시제인 escalated가 적절하다.

(C)   At stake를 강조하기 위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으로, 주어

는 thousands of jobs and ~ coniferous forest이다. 주어가 

복수형이므로 동사는 were가 알맞다.

어휘 담기  legislative[lédʒislèitiv] 입법의     

effective[[iféktiv] 효과적인       

contentious[kənténʃəs] 논쟁을 좋아하는       

resolve[rizálv] 해결하다 ; 결정하다        

controversy[kántrəvə̀ː rsi] 논쟁, 싸움       

escalate[éskəlèit]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portray[pɔːrtréi] 표현하다, 묘사하다       

pit against ~와 겨루게 하다, ~에 대항하게 하다       

at stake 위기에 처한

03���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접속사 that, 분사구문, 전치사의 목적어

전문해석  처음에는 실패자였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은 여

전히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첫 번째 시도

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수는 적다. Humphrey Bogart는 교수를 분수

에 빠뜨려 대학에서 쫓겨날 정도로 다루기 어려운 말썽꾸러기였다. 그

의 아버지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Bogart는 Wall Street의 

증권 중개인으로서, 그리고 예인선 검사관으로서도 실패했다. 주당 50

달러를 받는 무대 매니저로 연예 사업을 해보려 했지만, 그는 해고당했

다. 그는 연기로 방향을 바꾸어 잡역부 역을 맡아 처음으로 무대에 섰는

데, 첫날 밤 공연 동안 무대에서 접시가 있는 쟁반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배우로 대성했고 영화계의 전설적인 인

물이 되었다.

정·오답 근거

❶   주어가 first failures나 successes가 아니라 The list이므로  

단수형 is가 쓰여야 한다. 

②   주어가 The number로 단수이므로 is는 알맞다. the number of

는 ‘~의 수’라는 의미로 단수 취급,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복수 취급한다.

③   ‘너무 ~해서 …하다’는 의미의 「such ~ that ...」 구문이므로 접속

사로 쓰인 that은 알맞다.

④   Trying ~ 이하는 부사절 Although he tried ~에서 접속사와 주

어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므로 알맞다. 

⑤   동명사 acting은 turned to의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것이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구)의 형태여야 한다.

어휘 담기  inspire[inspáiər] 고무하다     struggle[strʌɡl] 애쓰다     

make it 성공하다     venture[vénʧər] (사업상의) 모험, 모험적 시도      

misfit[mísfìt] 부적격자, 말썽꾸러기     expel[ikspél] 내쫓다; 퇴학시키다 

tugboat[tʌ́ɡbòut] 예인선     inspector[inspéktər] 검사관       

show business 연예 사업     turn to ~로 향하다; 일을 시작하다     

houseboy[háusb�i] 잡역부     score[skɔːr] (성공을) 거두다       

legend[lédʒənd] 전설; 전설적 인물

04���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관계대명사, 능동태와 수동태

전문해석  과거나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은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할 것이다. 이런 경험들에 대해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일

부이다. 일부 부정적인 경험은 또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안 좋은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잠재력을 가진 부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자

신에 대해 안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은 진정한 불행이다. 만약 당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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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해외 근무로 인해 당신을 떠나게 되면, 당신은 기분이 나빠질 것이

다. 만약 그 연인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인해 당신을 떠난다면, 더

욱 기분이 나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 당신의 아버지에

게 버림받은 후에 어른이 되어 배우자에게 배신당한다면, 당신은 정말 

끔찍한 기분일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주어가 동명사인 Feeling이므로 단수형 is가 적절하다.  

(B)   선행사 an extra dimension을 수식하며,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C)   your father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므로 수동형인 being 

abandoned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negative[néɡətiv] 부정적인       

extra[ékstrə] 부가적인; 특별한     dimension[diménʃən] 차원 ; 면     

potential[pəténʃəl] 잠재력, 가능성     betray[bitréi] 배반하다      

abandon[əbǽndən] 버리다       

absolutely[ӕ̀bsəlúːtli] 절대적으로, 완전히       

terrible[térəbl] 끔찍한, 무서운

02 | 조동사 

p  12 ~ 13

1  used to living  2  should identify 

3  might have been 4  have used  

5  ask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 ‘~하는 데 익숙하다’는 의미의 「be used to + -ing」 구문

이므로 used to living이 알맞다.

2  그는 의사들이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병의 근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 insist가 쓰인 

문장의 that절에는 「(should+ )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따라서 

should identify가 알맞다.

3  과거에 국가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에서는 우리에게 적의 몰락은 승리였을지도 모른다. /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므로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의 might have 

been이 알맞다.

4  나는 뭔가 부정적인 것을 내포할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대신에 

‘complimentary(칭찬하는)’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다. /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므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

다’는 의미의 「should have p.p.」가 와야 적절하다. 따라서 

have used가 알맞다.

5  그러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다. / 

「had better +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기출 적용 � 정답��④

전문해석  어느 날 트럭이 길에서 보행자를 치었다. 운전자는 부주의

한 보행자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고가 정확히 어디

에서 발생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많은 목격자들은 그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

을 지게 되었다.

정·오답 근거

① 동사의 시제가 올바른가   

 hit의 동사 변화형은 hit -  hit -  hit이다.

② that절의 동사의 태가 올바른가   

 be to blame for: ~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③ 의문사절의 어순과 시제가 올바른가   

   간접의문문의 어순(의문사 + 주어 + 동사)이고, 사건 발생 시점이 판

단하는 시점인 과거보다 앞서므로 과거완료시제가 적절하다.

❹ insist가 이끄는 that절의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가

   동사 insist가 이끄는 that절이 ‘의무’를 나타낼 때는 that절에 

「(should+ ) 동사원형」을 쓰지만,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제

의 일치를 따른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먼저이므로 should 

take place는 had taken place가 되어야 한다.

⑤ 동사의 수동형이 올바른가   

   5형식 held the driver responsible for the accident에서  

목적어 the driver가 주어가 된 수동태이다.

어휘 담기  pedestrian[pədéstriən] 보행자       

take place 발생하다     witness[wítnis] 목격자       

hold A responsible for B A에게 B에 대한 책임을 지우다

  수능 어법 완성  

02 | 조동사 p  14 ~ 15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 what, 부사의 최상급, 비교급 강조, 

「suggest +  that절」,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전문해석  집 밖에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올만한 것에 대한 많은 미신

들이 더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미신들 중 하나는 사다리 아래를 걷지 

말라는 것인데, 연장이나 페인트 통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사다리와 벽 사이

를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삼각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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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었다. 사다리 미신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사다리가 

한때 공개 처형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자를 처형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사다리에 희생자를 매달아 그가 사다리 아래로 떨

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정·오답 근거

①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적절하다.

②   미신은 ‘알려지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known이 

적절하며, known을 부사의 최상급인 the most widely가 수식하고 

있다. 

③   far, even, much, still, a lot 등은 비교급을 강조하며, 비교급 앞에 

쓰이므로 far older는 알맞다.

❹   suggest가 ‘의무(~해야 한다)’가 아닌 ‘과거의 사실(~했었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that절에는 「(should +) 동사원형」이 아닌 과거

시제인 was once associated가 쓰여야 한다.

⑤   to hang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문장 내에서 주격보어 역

할을 하고 있다.

어휘 담기  superstition[sùːpərstíʃən] 미신       

fortune[fɔ́ː rʧən] 운; 운명     ladder[lǽdər] 사다리       

in case ~할 경우에 대비해서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execution[èksikjúːʃən] 사형 집행, 처형       

execute[éksikjùːt] 처형하다

advise, require, demand, suggest, decide, propose, 

request, ask, command, insist, order 등의 동사에 연결되는 

that절에서 동사는 「(should+)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 이때 

should는 생략될 수 있다.

They insisted that he (should) resign as chairman. 

그들은 그가 의장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 suggested that the meeting (should) be postponed. 

나는 회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어법 이것만은 꼭!  주장·명령·요구 등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어지는 that절의 동사 형태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와 타동사, like와 alike, 「조동사 + have p.p.」

전문해석  속설에 따르면, 화가와 음악가들은 성질이 변덕스러울 것

이라고들 한다. 말하자면, 그들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앞줄에 앉아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시

끄럽게 떠들어서 연주 도중 무대를 떠났다. 일부 청중들은 그 피아니스

트가 아이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찾아

온 모든 사람들을 그가 모독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앞줄

에 있던 그 사람들을 비난했어야 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피아니스트를 

모독했으니 말이다. 

정·오답 근거

(A)   leave가 ‘~로 떠나다’는 의미의 자동사로 쓰일 때는 leave〔start, 

depart〕 for ~처럼 목적어에 대한 전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를 떠나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으므로 left가 알맞다. 

(B)   like(~와 같이, ~처럼)는 전치사이고, alike(서로 같은)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목적어 a child가 이어지고 있으

므로 like가 적절하다. 

(C)   문맥상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hould have p.p.가 적절하다. must have p.p.는 ‘~이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supposedly[səpóuzidli] 아마도, 추측건대      

temperamental[tèmpərəméntl] 신경질적인, 변덕스러운       

the front row 앞줄     insult[insʌ́lt] 모욕하다  

blame[bleim] 비난하다     

03���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조동사 should, 가정법 과거, 병렬구조, 「would 

rather + 동사원형」

전문해석  Tamara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다리 근육은 정상적인 길

이만큼 길지 않았다. 그녀가 자라서 걸어보려 했을 때, 그녀는 비틀거리

곤 했다. Shamp 부인은 Tamara의 신발에 롤러스케이트를 달아 주

면, 그녀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그녀의 다리 근육을 늘려서 더 길어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Shamp 부인이 옳았다. Tamara는 스케이트를 타

는 것을 배웠고, 그녀의 다리는 곧 좋아졌다. 그 후에, Tamara는 누구 

못지 않게 걷고, 달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Tamara는 대체로 롤러스

케이트를 타고 지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정·오답 근거

①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오는 것이 

적절하고, they는 legs를 지칭한다.

②   과거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가정한 가정법 과거 문장이므로, 

would be able to roll은 알맞다.

③   make는 might에 연결되며 stretch와 병렬구조를 이룬다. them

은 make의 목적어, longer는 목적격보어이다.

④ run은 and에 의해 to walk와 병렬구조를 이룬다.

❺   would rather는 ‘(…하기 보다는 차라리) ~하겠다’의 의미로 뒤에 

항상 동사원형이 온다. 따라서 to be가 아니라 be가 되어야 한다. 

어휘 담기  muscle[mʌsl] 근육       

stumble[stʌmbl] 비틀거리다     stretch[streʧ] 늘이다; 뻗다       

as well as ~와 마찬가지로 잘



6  정답과 해설·채움

04���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so + (조)동사 + 주어」, 능동태와 수동태, 조동사의 쓰임

전문해석  소규모 사업체를 개업할 때는 알맞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알맞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제품,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이 성공에 

매우 중요하듯이 직원들의 자질 또한 중요하다. 회사의 명성은 종종 고

객들이 직원들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직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지

녀야 하며, 고객 중심적이 될 필요가 있다. 신규 채용을 하기 전에 업무, 

요구되는 경력이나 교육, 그리고 지불하고자 예상하는 임금을 명확히 

해라. 알맞은 직책에 알맞은 직원을 고용하는 데는 직원 교육 또한 중요

한 절차이다. 사업체의 위치에 관해서는, 가게를 차리기를 원하는 장소

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오답 근거

(A)   ‘~도 또한 그러하다’는 「so + 조동사 〔be동사 / do동사〕 + 주어」 구문

을 써서 나타낸다. 앞 문장의 동사가 be동사인 are이고, so에 연

결되는 주어가 the quality of your employees로 단수이므로 

is가 적절하다. 원래 문장 the quality of your employees is 

also critical을 so를 사용하여 나타낸 구문이다.

(B)   the wage you expect to ~에서 you는 임금을 받는 대상이 아

니라 고용자로서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pay가 

적절하다. 

(C)   선행사 a decision이 결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be가 알맞다.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

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Before beginning the hiring process, define the job ~ 

and the wage [(that〔which〕) you expect to pay].

▶ Before ~, define ~ and the wage.와 You expect to pay it.이 목

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에 의해 연결된 문장으로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어휘 담기  employee[implɔíiː] 종업원, 피고용인       

critical[krítikəl] 결정적인, 중대한     reputation[rèpjutéiʃən] 명성     

depend on ~에 달려 있다     view[vjuː] 보다 ; (~라고) 여기다     

define[difáin] 규정하다, 분명히 밝히다; 정의하다       

in terms of ~면에서, ~에 관하여     set up 시작하다, 창설하다

보어ㆍ부정어ㆍ부사 등을 강조하는 경우 문두에 위치시키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여 「동사 + 주어」의 어순으로 쓴다.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was 

speechless. 너무 놀라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Hardly had she left home when it began to rain.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법 이것만은 꼭!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03 | 수동태 

p  16 ~ 17

1  was asked by   2  be believed  

3  had been discovered 4  shocked

5  stuck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할머니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네,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느낌이 들어요.”라고 대답했다. / 할머니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이

므로 수동태 was asked by가 알맞다.

2  이것은 개신교의 노동 윤리 때문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 

Some people may believe that this is due to the 

Protestant work ethic.에서 that절의 this가 주어로 쓰인 수동

태이므로 be believed가 알맞다.  

3  곧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3,800개 이상의 동굴들이 발견되 

었다. / 동굴은 발견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had been 

discovered가 알맞다.

4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무척 놀랐다. / shock가 타동사이고, 

감정의 주체가 사람으로 ‘놀란’의 의미일 때는 과거분사 shocked

로 쓴다. 

5  숲 속의 좁은 길에서 그는 티셔츠를 입은 느리고 약한 주자 뒤에 

가로막혔다. / be동사 대신 get이 쓰인 「get +  p.p.」의 수동태이

므로 stuck이 알맞다. get 이외에도 grow, become, remain 

등이 수동태에 쓰인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많은 나라에서 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신문을 읽는 습관이 

줄어들었으며, 전에 신문 광고에 쓰였던 돈의 일부가 인터넷으로 이동

했다. 물론, 이렇게 신문 읽기가 줄어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문 읽기

를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뉴욕 타임즈

나 가디언 혹은 그 밖의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그날

의 뉴스, 혹은 비즈니스나 연예 등 어떤 뉴스에 관해서든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점점 더 우리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 이런 

기사들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고비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향

하는 이동 코스를 그저 단순히 따라가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분사와 동사 중 어느 것이 와야 하는가  

   절의 주어는 some of the dollars이고, 동사는 have migrated

이므로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과거분사 

spent가 적절하다. 

(B) whatever와 however의 의미 차이를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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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뉴스든지’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어떤 ~라도’의 의미인 

whatever가 적절하다. however는 ‘아무리 ~해도’의 의미이다. 

(C)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광고비가 새로운 기술로 향하는 이동 코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므로 현재완료 진행형 have been following이 적절하다. 

followed가 쓰이면 반대로 이동 코스가 광고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므로 부적절하다.  

어휘 담기  on the decline 기울어져, 쇠퇴하여       

migrate[máiɡreit] 이동하다     access[ǽkses] 이용하다, 접근하다      

migration[maiɡréiʃən] 이동     trail[treil] 루트, 코스 

  수능 어법 완성  

03 | 수동태 p  18 ~ 19

01 ① 02 ② 03 ③ 04 ④

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능동태와 수동태, 「가주어 ~ 진주어」 구문, 동명사의 

역할, 「so + (조)동사 + 주어」

전문해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외국어를 배우도록 장려

될 수 있다. 특별한 언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범위의 지적 능력을 지닌 학습자들이 

성공적일 수 있다. 물론 강한 (자기) 동기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는 학습자가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면, 그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어 학습에 있어

서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동기 부여의 일부이며, 목표 언어

가 사용되고 있는 집단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또한 그러하다 (동기 부여

의 일부이다).

정·오답 근거

❶   encourage는 「encourage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의 

형태로 쓰이므로 수동태로 전환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는 

「be encouraged +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야 하므로 encourage는 

be encouraged가 되어야 적절하다.

② it은 가주어로 쓰였고, to부정사 (to have) 이하가 진주어이다.

③   helps가 동사이고, Having strong motivation이 동명사구로 주

어 역할을 하므로 동명사 형태의 Having은 알맞다.

④   want는 앞에 있는 if절의 주어인 learners에 연결되는 동사로 

and에 의해 are와 병렬구조를 이룬다.

⑤   ‘ ~도 또한 그러하다’는 표현은 「So + 조동사 〔 be동사 / do동사〕 + 주

어」이다. 앞 문장의 동사가 be동사인 is이고, so에 연결되는 주어

가 the learner’s attitude로 단수이므로 so is는 알맞다.

어휘 담기  encourage[inkə́ː ridʒ] 권장하다, 장려하다       

variety[vəráiəti] 다양(성)     intellectual[ìntəlékʧuəl] 지적인       

motivation[mòutəvéiʃən] 동기부여; 자극       

be likely to ~할 것 같다     attitude[ǽtitjùːd] 태도, 사고방식    

target[táːrɡit] 목표, 대상       

community[kəmjúːnəti] 지역사회; 공동체, 집단

‘~도 역시 그러하다’의 의미이다.

I am a high school student. ― So am I. 
나는 고등학생이야. ― 나도 그래.

부정의 내용을 받아서 ‘~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neither나 nor를 쓴다.

I can’t swim. ― Neither〔Nor〕 can I. 
나는 수영을 못해. ― 나도 못해.

어법 이것만은 꼭!  「so +  (조)동사  +  주어」 도치구문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와 진행형, 능동태와 수동태

전문해석  후각을 통제하는 신경을 후각 신경이라고 한다. 그것은 비

강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신경 말단들은 공기 중에 있는 냄새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공기 중에 있는 음식 냄새는 비강을 통해 전달된

다. 이동하는 냄새들은 후각신경의 말단에 닿게 된다. 당신이 감기에 걸

렸을 때 음식이 상당히 맛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비강이 막히면 후각신

경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A)   locate는 ‘~에 위치시키다, 위치를 찾아내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수동태 be located로 

쓴다.

(B)   문맥상 음식물 냄새가 ‘전달되어지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are 

carried가 적절하다. carry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이다.

(C)   비강은 무엇을 막는 주체가 아니라 ‘막히는’ 대상으로 수동의 의미

이므로 blocked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reason [(why) food seems to lose much of its taste / 

when you have a cold] is [that your olfactory nerves 

cannot function / when your nasal passages are 

blocked].
▶ 문장의 주어는 The reason이고, 동사는 is이다. that은 명사절을 이끄

는 접속사로 that절이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한다. The reason 뒤에는 관계

부사 why가 생략된 것이다.

어휘 담기  nerve[nəːrv] 신경     nasal passage 비강       

stimulate[stímjulèit] 자극하다, 활성화시키다; 격려하다       

odor[óudər] 냄새; 악취     have a cold 감기에 걸리다       

function[fʌŋkʃən] 작용하다

주어·선행사

시간의 접속사 동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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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전치사, 수동태, 지시대명사, 조건의 부사절

전문해석  몇몇 미신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당신이 갖게 될 행운의 달

의 수는 당신이 손에 잡을 수 있는 가을 낙엽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비

록 당신이 낙엽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개 밖에 못 잡는다고 해도, 다

가오는 겨울 동안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라고 있는 나

뭇잎의 움직임이 날씨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한다. 나뭇잎이 아랫면을 

위로 향하거나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당신은 비를 예측

할 수 있다. 봄에 만약 참나무 잎이 먼저 돋아나면, 그 여름은 건조할 것

이다. 하지만 만약 물푸레나무가 먼저 싹트면, 그 여름은 습할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는 you가 아니라 the number of happy months이므로  

단수동사인 depends는 적절하다. 

②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앞에는 전치사 during을 쓰므로  

알맞다.

❸   It is also said that the behavior of growing leaves 

indicate weather conditions.에서 the behavior of growing 

leaves를 주어로 쓴 수동태 문장이므로 동사 say는 is said가 되

어야 한다.

④ they는 앞의 the leaves를 가리키므로 적절하다.

⑤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시제는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sprouts는 

알맞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According to some superstitions, the number of happy 

months [you will have during the year] depends on the 

number of falling autumn leaves [you can catch in 

your hand].
▶ 「the number+ 복수명사 (~의 수)」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형 

depends가 쓰였다. the number of happy months와 the number 

of falling autumn leaves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이 생략되었다.

어휘 담기  superstition[sùːpərstíʃən] 미신     

indicate[índikèit] 가리키다; 나타내다, 보여 주다     

forecast[f�ːrkæ̀st] 예보하다, 예측하다       

underside[ʌ́ndərsàid] 아랫면, 밑면       

rustling[rʌ́sliŋ] 바스락거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sprout[spraut] 싹트다 ; 싹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능동태와 수동태, 병렬구조, 「be used + to부정사」

전문해석  대부분의 광고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다. 하지만 어떤 광고들은 사람들에게 불법 약물 사용 금지

~에 따르면 주어

which(that) 생략 동사

which(that) 생략

나 금연을 장려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조장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주도

록 의도된다. 이러한 광고들은 종종 공익광고(PSAs)라고 불린다. 어떤 

광고들은 적십자나 미 육군과 같은 공공기관을 홍보해서 기관 광고라고 

알려져 있다. 이 광고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순히 광고를 하는 기관

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는 또한 정당이나 공직 입후보

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정·오답 근거

(A)   광고는 광고 기획자들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므로 

수동태인 are intended가 적절하다.

(B)   and에 의해 동사 promote와 병렬 연결된 것이므로 현재형 수동

태인 are known이 적절하다.

(C)   「be used + to부정사」는 ‘~하는 데 사용되다’의 의미이고,  

「be used to + -ing」는 ‘~하는 데 익숙하다’의 의미이다. 문맥상 

광고가 ‘~하는 데 사용된다’는 의미이므로 promote가 알맞다.

어휘 담기  advertising[ǽdvərtàiziŋ] 광고; 광고의       

promote[prəmóut] 촉진하다; 홍보하다     illegal[ilíːɡəl] 불법의      

institution[ìnstətjúːʃən] (공공)기관       

purpose[pə́ː rpəs] 목적     volunteer[vàləntíər] 자원하다 ; 자원봉사자     

donate[dóuneit] 기증하다, 기부하다     political party 정당     

candidate[kǽndidèit] 입후보자, 지원자

「be used to +  -ing(~하는 데 익숙하다)」와 같이 to가 전치사로  

쓰여 뒤에 명사나 동명사의 형태가 오는 표현들에 유의해야 한다. 

look forward to -ing(~하기를 고대하다) / come near (to) 

-ing(자칫하면 ~할 뻔하다) / when it comes to -ing(~에 관해서

는) / be familiar to(~에게 잘 알려져 있다)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doing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무엇을 하길 기대하고 있니?

He came near to winning the title.   

그는 선수권을 획득할 뻔했다.

어법 이것만은 꼭!  전치사 to가 쓰인 관용 표현

04 | 가정법 

p  20 ~ 21

1  were stated  2  would have been 3  could

4  were   5  would get 6  would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과제가 다소 모호하게 제시된다면, 당신은 생각하고 더욱 창의적이 

될 여지를 좀 더 갖게 될 것이다. /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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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쓴다. 따라서 were stated가  

알맞다. 

2  그들이 다른 행동을 취했더라면, 1,000달러로 형편이 좀 더 나아

졌었을 텐데. /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

법 과거완료로 쓴다. 따라서 would have been이 알맞다. 

3  노래를 부른 후에 청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나는 

Kathy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므로 「I wish + 가정법 과거」로 쓴다. 따라서 

could가 알맞다. 

4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상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마치 우리의 감정인 것처럼 느낀다. /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므로 as if 가정법 과거로 쓴다. 따라서 were가 알맞다.

5  만약 내가 이 헛간을 정확하게 그려 그것을 전시회에 출품한다면, 

나는 내 부족한 원근감에 대해 온갖 종류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 

if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으로 동사가 문두로 나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으며, 가정법 과거이므로 would get이 알맞다.

6  이런 양육이 없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서너 시간 또는 며칠 정도만 

살 수 있을 것이다. / Without이 조건절을 대신하는 가정법 과거

이므로 would가 알맞다.

 기출 적용 � 정답��④

전문해석  학교의 기능은 지식인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믿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단지 지식만을 제공한다면, 창의성을 파괴하여 평

범한 사람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 창의성에 초점을 두었더

라면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

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한 교육의 희생자들은 학창 시절에 창의적인 재

능을 계발하는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오답 근거

① to부정사의 쓰임이 올바른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 the function of school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

② 현재시제의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 현재시제가 쓰인 문장으로 알맞다.

③ 분사구문이 올바르게 쓰였는가  

   주절의 주어인 they의 동작을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분사구문

이다. (= and they may produce ordinary people)

❹ 가정법의 시제가 올바르게 쓰였는가  

   if절의 시제가 과거완료인 had focused이므로 주절의 시제는 

could have p.p.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ould become은 

could have become이 되어야 한다.

⑤ 「조동사 + have p.p.」의 쓰임이 올바른가

   sh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러한 교육의 희생자들이 훈련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어휘 담기  function[fʌ́ŋkʃən] 기능       

knowledgeable[nálidʒəbl] 지식이 있는, 아는 것이 많은      

provide[prəváid] 제공하다     ordinary[ɔ́ː rdənèri] 보통의, 평범한      

focus on ~에 초점을 맞추다       

creativity[krìːeitívəti] 창조성, 창의성       

victim[víktim] 희생자     talent[tǽlənt] 재능

  수능 어법 완성  

04 | 가정법 p  22 ~ 23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간접의문문의 어순, 수동태, 과거분사, 비교구문, 가정법 

과거

전문해석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들은 감기가 박테리

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박테

리아는 감염된 비강으로 재빨리 침투한다. 과학자들은 또한 감기 바이

러스가 매우 작고, 매우 오래가며,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

고 있다.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는 아마도 100종 이상이 넘을 것이다. 과

학자들은 다른 바이러스보다 감기를 더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감기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어

렵다. 만약 당신이 A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A 바이러스로부

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X, Y, Z 바이러스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동사 (know)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이 오므로 「의문사 + 주어 + 동

사」의 어순을 취한다. 

②   문장의 주어가 a cold이므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린다’는 의미이므로 

수동태 is caused by는 알맞다.

③   분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nasal passages가 

‘감염되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infected가 쓰였다.

④   as는 앞의 「identify A as B(A를 B라고 밝히다)」에서 전치사로 쓰

이고, 뒤에 나오는 more는 than과 호응하므로 as more 

responsible은 적절하다.

❺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절에도 과거형이 와야 하고, 의미상 

‘보호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would be protected로 써야  

한다.

어휘 담기  to this day 지금까지도     virus[váiərəs] 바이러스, 병원체     

bacteria[bæktíəriə] 박테리아, 세균     infect[infékt] 감염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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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l passage 비강     durable[djúərəbl] 오래 견디는       

identify[aidéntəfài] 확인하다, 식별하다       

vaccine[væksíːn] 백신     vaccinate[vǽksənèit] 예방접종을 하다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대동사, 「with + 명사 + 분사」, 가정법 과거완료

전문해석  최근의 한 연구는 단것을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

보다 1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연

구원들은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연구했다. 연구원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단것을 먹었던 건강한 사람들의 수명이 1년 더 연장되

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단것을 먹은 집단의 몇몇 사람들은 

95세까지 살았다. 연구원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먹은 단것 중 하나

가 초콜릿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걸 물었었기를 바란다. 

연구원들은 사탕류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초콜릿이 수명을 더 연장시

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조동사 do는 앞에 나온 동사 (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인 대동

사이다. 앞에 나온 eat sweet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동사 do

가 쓰였으므로 don’t가 알맞다.

(B)   「with + 명사 + 분사」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독립분사구문이다. 의

미상 주어인 some men과 live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인 

living이 알맞다. 

(C)   wish가 쓰인 가정법 구문이다. 문맥상 가정하는 사실(과거완료)의 

시점이 주절의 시점(과거)보다 앞서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시제인 

had p.p.가 와야 알맞다. had asked에서 asked가 생략된 것이

므로 had가 알맞다.

어휘 담기  medical[médikəl] 의학의, 의료의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suspect[səspékt] 의심하다; ~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       

extend[iksténd] 연장하다, 늘이다     lifespan[láifspæ̀n] 수명

「I wish + 주어 + 동사의 과거형」은 가정하는 사실의 시점이 주절의 시

점과 같은 경우에 쓰며, 「I wish + 주어 + had p.p.」는 가정하는 사실

의 시점이 주절의 시점보다 앞설 경우에 쓴다.

He wishes he was young again.  

그가 다시 젊어지면 좋을 텐데.

I wish you had left that unsaid.

네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I wish + 가정법」에서는 시점에 주의하자

03���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전치사 + 동명사」, 시제 일치,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가정법

전문해석  나의 가족 여행은 정말 좋았다. 할머니를 방문한 후에 우리

는 뉴잉글랜드를 여행했다. 우리는 교대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는 모텔을 찾을 수가 없었지

만, 큰 캠핑카를 빌렸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잠 잘 공

간은 충분했다! 우리는 메이플 시럽을 많이 샀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서 그것을 샀다면, 거의 세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을에 휴가를 갔고,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단풍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

다! 만약 우리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휴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전치사 (After)의 목적어로 동사가 오면 동명사 형태가 필요하므로 

visiting은 알맞다.

②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캠핑카를 빌렸던 것이므로 한 시

제 더 앞선 과거완료 시제의 쓰임은 적절하다.

③   room이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room 또는 rooms로 쓸 수 없다. ‘많은’을 의미하는 plenty of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모두에 쓰일 수 있으므로 plenty of room

은 알맞다. 그러나 room이 ‘방’을 의미할 경우에는 셀 수 있다.

❹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므로 if절에는 가정법 과거완료(had 

p.p.)가 와야 한다. 따라서 bought는 had bought가 되어야 한다.

⑤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였으므로 주절에는 과거완료 시제인 

wouldn’t have chosen이 쓰였다.

어휘 담기  explore[iksplɔ́ː r] 탐험하다, 답사하다       

take turns 교대로 하다     distance[dístəns] 거리; 간격       

rent[rent] 빌리다, 임대하다     plenty of 많은, 다량의      

unbelievable[ʌ̀nbilíːvəbl] 믿을 수 없는

04���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If가 생략된 가정법,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조건의  

부사절

전문해석  신경쇠약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증세 중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휴가를 가면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다. 내가 의사라면, 자신의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환자에

게든 하루의 휴가를 처방할 것이다. 일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 신경쇠약

은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경우에 어떤 정서적 장애로  

인해 생기는데, 환자는 일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는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데, 일을 그만두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불운한 생각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 줄 무언가가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A)   가정법에서는 I 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난다. I f I were a 

medical man에서 If가 생략되었으므로 Were가 되어야 알맞다. 

(B)   앞의 The nervous breakdown을 수식하는 분사구로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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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를 뜻하는 appearing이 들어가야 알맞다. appea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형인 appeared로 쓸 수 없다. 

(C)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므로 does가  

알맞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nervous breakdown [appearing to be produced by 

the work], (in fact, in every case [that I have ever 

known of personally]), is produced by some emotional 

trouble [which the patient attempts to escape from by 

means of his work].
▶ 주어는 The nervous breakdown이고, appearing ~ the work는 

주어를 수식한다. 동사는 is produced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in fact ~ 

personally가 삽입되었다. some emotional trouble은 관계사절 

which ~ his work의 선행사로 escape from의 목적어에 해당된다.

어휘 담기  symptom[símptəm] 증세       

nervous breakdown 신경 쇠약     prescribe[priskráib] 처방하다      

by means of ~에 의하여, ~으로     loath[louθ] ~하기를 꺼리는 

distract[distrǽkt]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수능 Mid Test 01 
p  24 ~ 27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③ 06 ② 07 ① 08 ①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완료부정사, to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수 일치, 원급비교, 가정법

전문해석  우리는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다. 요즘에는 사람

들이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하다. 만약 지금 이

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그것

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가 없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원자

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는 일부 사람들이 말

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우리에게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기가 없

다면, 이 세상이 어떠할지를 상상해 봐라. 다시 말해, 난방도, 조명도, 

산업도, 라디오나 TV도 없다면 말이다.

정·오답 근거

①   It seems that people forgot ~.의 문장이 「seem + to부정사」 

구문으로 전환된 것이다. seems는 현재시제이고, that절은 이보

다 앞서는 과거시제이므로 to부정사는 완료부정사 (to have p.p.)

의 형태로 써야 한다.

주어 = which appears

목적격 관계대명사

동사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② start는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③   「there + be동사」에서 be동사는 뒤에 이어지는 명사의 수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fossil fuels라는 복수명사가 나왔으므로 be동사 

are가 알맞다.

④   「as ~ as」 원급비교 구문으로 부정형은 「not as ~ as」 또는 「not 

so ~ as」로 쓸 수 있다.

❺   주절의 동사가 would be이므로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if절의 동사는 과거형인 didn’t가 되어야 알맞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③

필자는 원자력 발전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고, 전기를 계속 사용하려

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휘 담기  long-range 장기적인     fossil fuel 화석연료       

run out 바닥나다, 다 써버리다       

alternative[ɔːltə́ː rnətiv] 대안, 선택 가능한 것       

nuclear[njúːkliər] 원자력의; 핵의     industry[índəstri] 산업, 공업

to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는 완료부정사 「to have 

p.p.」의 형태로 쓴다. 

He seems to have been sick. 그는 아팠던 것 같다. 

→ It seems that he was sick.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할 경우에 

that절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로 나올 때는 that절의 동사가  

to부정사 형태로 바뀐다.

They say that he was rich. 그들은 그가 부자였다고 말한다.

→ It is said that he was rich.

→ He is said to have been rich. 

완료부정사의 쓰임을 알아두자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지시대명사, 도치구문

전문해석  여러 해 전에 한 철학 박사와 영국 해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세련되지 못한 한 친구가 우리가 듣는 화법 강좌 중 한 강좌를 

수강했다. 학위가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였고, 전직 해군은 소규모 트럭 

사업체의 소유주였다. 그의 이야기는 교수가 한 이야기보다 수강생들에

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졌다. 왜 그랬을까? 대학 교수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했다. 그는 세련되고, 교양 있으며, 품위가 있었다. 또한, 그의 이야

기는 항상 논리적이고 명백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필수 

사항인 구체성이 부족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호하고 일반적이었다. 단 

한 번도 그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어떤 사항도 예로 들지 않았다. 

그의 말은 대개 빈약한 논리에 의해 결합된 일련의 추상적인 개념들에 

불과했다.

정·오답 근거

(A)   주어가 a Doctor of Philosophy and a rough-and-ready 

fellow로 복수이므로 복수동사인 were가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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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앞에 나온 His talks를 받는 것이므로 지시대명사 those가 적절

하다. 단수명사를 지칭할 때는 that을 쓴다.

(C)   원래 문장 He did not illustrate a point ~ once.에서 부정어

가 포함된 Not once가 강조를 위해 문두로 나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므로 did가 알맞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이 글에서 연설의 핵심은 concreteness(구체성)라고 했으므로 빈칸

에는 ② concrete(구체적인)가 들어가야 알맞다.

어휘 담기  rough-and-ready (사람이) 거친, 세련되지 못한      

navy[néivi] 해군     enroll in ~에 등록하다       

former[fɔ́ː rmər] 이전의, 전직의     urbane[əːrbéin] 세련된, 점잖은     

cultured[kʌ́lʧərd] 교양 있는       

refined[riːfáind] 품위〔교양〕 있는, 세련된       

concreteness[kánkriːtnis] 구체적임, 명확함       

illustrate[íləstrèit] 예증하다, 설명하다       

abstract[æbstrǽkt] 추상적인     hold together 결합하다

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 「help +  ( to) 동사원형」, 현재완료의 수동태,  

병렬구조, 양보의 부사절

전문해석  거미, 전갈, 뱀 같은 특정 동물들의 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물의 독이 사람을 죽

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독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독은 암, 심장병, 관절염,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캘리포니아에서 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동물들로부터 독을 

‘뽑아낸다.’ 동물에게서 독을 뽑아낸 후 그 독은 건조되고 냉동되어, (후

에) 사용될 때까지 냉동실에 보관된다. 과학자들은 독이 있는 동물들을 

다루는 데 조심하긴 하지만, 물리거나 쏘이더라도 모든 유형의 물린 상

처에는 적절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는 the poison이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수동의 의미

이므로 「조동사 + be p.p.」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put ~ to use는 

‘~을 사용하다’라는 의미이다.

②   help 뒤에는 to부정사와 동사원형이 모두 올 수 있으므로 help 

treat은 알맞다.

❸   주어 poisons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를 써야 한다. 「be 

used+ to부정사」는 ‘~을 위해 사용되다’의 의미이고, 지금까지 계

속 사용되어 왔다는 의미이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써서 have been 

used to treat가 되어야 한다.

④   수동태 문장으로 앞의 dried, frozen과 and에 의해 is에 병렬 연결

되어 있으므로 과거분사형인 stored는 적절하다.

⑤   양보의 접속사 even if 다음에 they are가 생략되어 있다.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주어 + be동사」가 종종 생략된다. 

bitten과 stung은 모두 과거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독이 유용하게 쓰이는 예와 독을 사용하기 위한 추출 과정에 관한 글이다.

어휘 담기  underway[ʌ̀ndərwéi] 진행 중인     

scorpion[skɔ́ː rpiən] 전갈     treat[triːt] 치료하다       

freezer[fríːzər] 냉동실; 냉동장치     handle[hǽndl] 다루다     

adequate[ǽdikwət] 적당한, 적절한     treatment[tríːtmənt] 치료     

bite[bait] 물린 상처〔자국〕

중복되거나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주어 + be동사」 생략

   Though (I was) tired, I went on working. 

 피곤했지만, 나는 일을 계속했다.

•비교 구문에서의 생략

   Mary drives faster than Paul (does). 

 Mary는 Paul보다 더 빠르게 운전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의 생략

   I’m sure (that) he’ll be back soon. 

 나는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법 이것만은 꼭!  생략

04���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must have p.p.」, 가정법 과거, 능동태와 수동태

전문해석  나는 7학년 역사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인디언들이 처음 

스페인 탐험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를 이해시키려 하고 있었다. 

“만약 여러분과 아주 다르게 생기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특이한 옷을 

입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 현관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무섭지 않을까요?” 라고 나는 물었다. “아뇨.” 한 남학생이 

대답했다. “누나의 새 남자 친구가 누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기 위해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난 것과 아주 비슷할 거예요.”

정·오답 근거

(A)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므로 must have felt가 알맞다. 

「must have p.p.」는 ‘~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이다.

(B)   ‘현재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이라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인 showed가 적절하다. 

(C)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므로 scared(두려워하는)가 적절 

하다. 사물이 주어로 올 경우에는 scaring(두렵게 하는)을 쓴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looked very different, spoke a strange language, and wore 

unusual clothes를 통해 ‘낯선(strange)’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담기  encounter[inkáuntər]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explorer[iksplɔ́ː rər] 탐험가, 탐사자     show up 나타나다       

doorstep[d�ːrstèp] 현관(의 계단)     a bit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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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비교급, 가정법 과거완료, 수 일치, 관계대명사 what,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전문해석  기억력 훈련 강좌가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기억을 많

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기억이 주는 

즐거움은 분명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나는 망각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한 몫을 한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Macbeth 부부가 자신

들이 Duncan을 살해한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렀

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에 그들에게 가

해진 상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과

거에) 남에게 행한 나쁜 짓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실제로 기억

하고 싶은 것은 잊고, 잊기를 원하는 일들은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이다. 나는 그런 약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억력이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오답 근거

①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으로 the happier는 적절

하다.

②   부정사구 (to be able to forget ~)가 if절 대신 쓰인 것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would 

have given은 적절하다.

❸   주어는 the world가 아니라 Some으로 복수이므로 동사는 is가 

아니라 are가 되어야 적절하다.

④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the things which를 뜻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적절하다.

⑤   to overcome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

였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①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중요

하다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어휘 담기  be in vogue 유행하다       

take ~ for granted that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rate[reit] 평가하다     a good deal 상당한 양       

inflict[inflíkt] (고통을) 가하다     wrong[rɔ́ː ŋ] 잘못; 나쁜 행동       

be constituted ~한 성질〔체질〕이다       

overcome[òuvərkʌḿ] 극복하다

부사 (구)나 주어에 조건의 뜻이 함축된 경우, 또는 to부정사구나 분사

구문이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는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한다.

With money, I could have traveled many countries.  

돈이 있었다면,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To meet her, you would like her.   

그녀를 만나면, 너는 그녀를 좋아할 텐데.

어법 이것만은 꼭!  가정법을 포함한 어구

06���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so + 동사 + 주어」,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

전문해석  오래전에 왼손잡이들은 사악하다고 여겨졌다. 요즈음 대부

분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인 것에 정말로 신경 쓰지 않지만, 왼손잡이들

은 여전히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깡통 따개, 

전화, 시계는 오른손잡이들이 사용하기에 더 쉽다. 카메라, 기타, 공책

들도 그렇다. 몇몇 상점에서는 왼손잡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을 

판다. 그 상점에는 특수 가위, 자, 연장들이 있다.

정·오답 근거

(A)   「find + 가목적어(it) + 목적격보어 + 진목적어(to use ~)」 구문으로 

목적격보어가 나와야 하므로 형용사 hard가 적절하다. hardly는 

‘거의 ~않다’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B)   「so + 동사 +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구문은 앞에 쓰인 동사가 

be동사이면 be동사, 일반동사이면 do동사를 쓴다. 앞 문장의 

are를 받고 있으므로 are가 알맞다.

(C)   items를 수식하는 분사로 ‘만들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made가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왼손잡이에 대한 오래된 편견은 거의 사라졌지만, 왼손잡이들은 여전히 

다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휘 담기  evil[íːvəl] 사악한, 나쁜       

mind -ing ~하는 것을 꺼리다     scissors[sízərz] 가위       

ruler[rúːlər] 자 ; 지배자, 통치자

07���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 전치사 like의 쓰임, 수동태, 분사구문, 수 일치

전문해석  Godzilla는 1954년에 일본에서 ‘Gojira’라는 영화에 처

음 등장했다. 일본의 모든 Godzilla 영화와 마찬가지로 ‘Gojira’도 

Toho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다. Gojira라는 이름은 영어 단어 

‘gorilla’와 고래를 의미하는 일본어인 ‘kujira’의 합성어이다. 그 명칭

은 덩치가 크고 억세 보이는 Toho 스튜디오의 한 직원의 별명에서 유

래했다. 그 영화는 1956년에 ‘Godzilla: 괴물의 왕’으로 미국에서 개봉

되었다. 흑백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첫 영화는 분위기가 매우 음산

하다. Godzilla는 무시무시한 동물로, Tyrannosaurus Rex를 닮은 

거대한 원시 파충류이다.

정·오답 근거

❶   appear는 자동사로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first appeared가 

되어야 알맞다.  

②   ‘~처럼’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 like 뒤에 목적어(all Japanese 

Godzilla films)가 나왔으므로 알맞다.

③   능동태 문장 They released the movie ~.에서 목적어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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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④   As it was filmed in black and white가 분사구문으로 전환된 

것이다. 

⑤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a giant prehistoric reptile

이므로 단수동사 resembles가 쓰였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④

The movie was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에서 미국에서 

개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Godzilla는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이다.

어휘 담기  combination[kàmbənéiʃən] 짜맞추기, 결합       

release[rilíːs] (영화 등을) 개봉하다, 첫 공개하다       

somber[sámbər] 어두컴컴한, 음침한       

prehistoric[prìːhist�ːrik] 선사 시대의     reptile[réptil] 파충류

수동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에는 분사구문의 수동형인 

「being p.p.」를 쓴다. being이나 having been이 문두에 올 때는 

보통 생략한다.

(Being) Alarmed by the shot, the birds flew away.  

총소리에 놀라서 새들이 날아가 버렸다. 

(Having been) Told already, he was not surprised.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지 않았다.

어법 이것만은 꼭!  분사구문의 수동형

08���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수동태, 대동사

전문해석  나는 우리 집의 관리와 유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곤 했었다. 

무언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나를 초조하

고 짜증스럽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나는 대체로 짜증스러워 하는데, 언

제나 우리 집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싱크대는 

수리가 필요했고, 방은 페인트 칠을 해야 했으며 다락은 청소가 필요했

고 그 밖의 것들도 그랬다. 나는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올 거라고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끝냈을 때, 나는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

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공상에 빠졌다. 그런데 몇 년 후에도 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락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딸들의 방은 다시 페인트 칠

을 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make+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5형식 구문으로 목적격보어로는 

형용사 nervous가 적절하다. 부사는 목적격보어로 쓸 수 없다. 

(B)   I would somehow do all the things가 수동태가 된 것이므로 

동사는 be done이 적절하다.

(C)   and 앞의 동사 is done을 대신하는 be가 적절하며 done은 생

략되었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④

주부인 필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신경을 써도 집안일은 결코 끝나지 않

는다는 내용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Looking back, I was frustrated most of the time, 

because it seemed like something was always wrong 

with our home ~. 
▶ Looking back은 As I looked back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된 것

이다. 이 문장에서 like는 as if의 뜻으로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로 쓰였다. 

어휘 담기  used to + 동사원형  ~하곤 했다       

overwhelm[òuvərhwélm] 압도하다, 당황하게 하다       

maintenance[méintənəns] 지속 ; 유지     in need of ~이 필요한     

disorganized[disɔ́ː rɡənàizd] 무질서한      

frustrated[frʌ́streitid] 실망한, 좌절한     attic[ǽtik] 다락(방)       

and so forth ~ 등등, ~ 따위     fantasize[fǽntəsàiz] 공상하다  

in process 진행 중인

05 | 부정사 

p  28 ~ 29

1  to complete 2  to wear  3  It 

4  for 5  portray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제 친구 Bob은 이 마라톤을 네 차례에 걸쳐 뛰는 꿈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그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 

므로 to complete가 알맞다.

2  경찰은 등산객들에게 사냥철에는 밝고 화려한 색의 옷을 입으라고 

권고한다. / advi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wear가 알맞다.

3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갖는 것은 좋지만,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

는 능력은 중요하다. / to have ~ it이 진주어이므로 가주어 It을 

써야 알맞다.

4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와야 하며, 일반 형용사 difficult가 쓰였으므로 「for+ 목적격」  

형태가 쓰여야 알맞다.

5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물체의 본질적인 형태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원근법에 의해 그리기 위해 수학이 사용되었다. / ‘~하기 

= As I looked back

접속사(= a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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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되다’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be used to+ 동사원형」 

형태가 되어야 알맞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동물원에서 Simba라는 사자가 몹시 아팠다. 수의사가 와

서 Simba에게 약을 듬뿍 묻힌 붉은 고기를 주어 보았다. 가엾은 

Simba는 머리조차 들어올리지 못했다. 마침내 Simba는 숨을 거두었

다.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는 “ Simba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그 소식을 듣

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저는 오랜 친구 한 명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저는 Simba의 탄생을 보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한 기자는 말했다.

정·오답 근거

①,   ③, ⑤ 목적어의 형태(to부정사 / 동명사)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try + to부정사 ： ~하려고 노력하다   

try + 동명사 ：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 regret + to부정사 ： ~하게 되어 유감이다   

regret + 동명사 ： ~한 것을 후회하다 

•  remember + to부정사 :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 동명사 : ~한 것을 기억하다

❷ 「stop + 동명사」와 「stop + to부정사」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

   stop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경우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의

미이며, to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의미의 

부사적 용법(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Simba가 숨 쉬는 것을 멈췄다

는 의미이므로 stop breathing이 되어야 한다.

④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현재분사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능동의 의미, 과거분사는 감정을 느

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며, 감정 동사의 경우 주어가 사람이면 

주로 과거분사를 쓴다. 

어휘 담기  raise[reiz] 들어올리다     breathe[briːð] 숨을 쉬다  

regret[riɡrét] 후회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be shocked 충격을 받다

  수능 어법 완성  

05 | 부정사 p  30 ~ 31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 to부정사,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가주어

전문해석  일본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위령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유쾌한 행사인데, 그 이유는 이 날에 죽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겨지며, 그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긴 

여행을 하고 난 후에 배가 고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음

식이 차려진다. 특별히 만든 등불이 각 집 밖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길

을 찾도록 도와준다. 밤새도록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이른 

아침이 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차려졌던 음식은 강이나 바다 속으로 

던져지는데, 그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불운하다

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①   Festival for the Dead가 문장의 주어로 축제는 ‘개최되는’ 대상

이므로 수동태로 쓰는 것이 맞다. (be held： 개최되다, 열리다)

②   능동태 문장 They say that ~의 수동태는 「It is said that ~」과 

「that절의 주어 + be동사 + said + to부정사」의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 

③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가 to부정사인 경우, 수동태로 전환되어

도 to부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We expect them to 

be hungry ~.)

④   help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모두 올 수 있다.

❺   문맥상 that의 자리에는 to부정사구(to eat it)를 받는 가주어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아니라 it을 써야 한다.

어휘 담기  the dead 죽은 사람들 (↔ the living 살아 있는 사람들)     

cheerful[ʧíərfəl] 유쾌한, 즐거운     occasion[əkéiʒən] 특별한 일, 행사     

lay out (식탁 등을) 차리다; 펼치다       

consider[kənsídər] 간주하다, (~로) 여기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쓰인 능동태 문장의 원형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to부정사로 바뀐다.

They made me clean the room before noon. 

그들은 내게 오전 중에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   I was made to clean the room before noon (by 

them).

The guard saw two men enter the bank. 

경비원은 두 명의 남자가 은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Two men were seen to enter the bank by the guard.

어법 이것만은 꼭!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관계부사 where, 재귀 

대명사

전문해석  가정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다. 외부의 

무분별한 것들이 너무 많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잠재되어 있는 평

화로움의 원천을 없애거나 적어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신변의 안전을 지키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 관심을 

두는 반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안전’은 흔히 잊혀지거나 무시되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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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들 중 하나

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의 필요를 존중함으로써 최소한 일부

일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

를 소중히 여긴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enter가 적절하다.  

(B)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places이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이 적절하다.

(C)   statement의 주체가 you이고, 진술의 대상이 주어와 같으므로 

재귀대명사 yourself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Protecting and respecting your own privacy is a 

statement to yourself and others [that you value 

yourself and your own peace of mind].
▶ 동명사구(Protecting and respecting ~ privacy)가 주어이고, a 

statement가 보어이다. that절은 a statement와 동격이다. 

어휘 담기  haven[héivən] 안식처     escape[iskéip] 피난처     

craziness[kréizinis] 무분별한 것     eliminate[ilímənèit] 제거하다     

reduce[ridjúːs] 줄이다     potential[pəténʃəl] 잠재적인     

source[sɔːrs] 원천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secure[sikjúər] 보장하다     neglect[niɡlékt] 무시하다      

instance[ínstəns] 경우     some degree of 어느 정도의       

in part 부분적으로     honor[ánər] 존중하다       

respect[rispékt] 존중하다     statement[stéitmənt] 진술

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수동태, 

「전치사 + 동명사」, 현재완료 진행

전문해석  북동부 전역에 걸쳐 내린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고, 교통 운행은 극도로 통제되고 있

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관 앞) 차도와 보도가 4피트의 눈 속

에 덮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집에 머

물러 계십시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차를 눈더미에서 파내고 싶

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신체

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읽으려

고 계획 중이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신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에는 힘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정·오답 근거

①   「force A to do」 구문으로 ‘A가 (억지로) ~하도록 시키다, 강요 

하다’의 의미이다.

주어 동사

접속사

②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 동사 + 보어」 형태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고, 의미상 your driveways가 되어야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알맞다.

❸   「tempt A to do」의 5형식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면 「A is 

tempted to do」가 되어야 하므로 digging out이 아니라 to dig 

out이 되어야 한다. 

④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동명사 being이 쓰였고, ‘신체적으

로 준비된’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being+ 과거분사」 형태는 

알맞다.

⑤   「have been -ing」 형태의 현재완료 진행형이 쓰여,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강조한다. 또한 동사 pla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어휘 담기  transportation[trӕ̀nspərtéiʃən] 운송, 교통수단     

driveway[draívwèi] (도로에서 집·차고까지의) 차도     

tempt[tempt] 유혹하다, 부추기다     dig out 파내다       

heart attack 심장마비     physically[fízikəli] 육체〔신체〕적으로     

lately[léitli] 요즈음, 최근에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try +  to부정사 / 동명사」, should의 용법,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나의 부모님께서는 숙모와 삼촌과 함께 서로의 32번째 결

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늦었기 때

문에, 시간에 맞추려고 아빠는 과속을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

은 부모님을 잡아 세웠고, 엄마는 아빠에게 왜 자신들이 과속을 했는지 

경찰관에게 말하라고 했다. 아빠는 경찰관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말했

지만, 엄마는 단념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기분 좋게 그 이야기를 했다. 

경찰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위반 티켓을 적더니, 아빠에게 그것을 건네

주고 떠났다. 부모님은 그것을 흘끗 보고 그것이 단지 경고장이라고 알

았는데, 그것의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안

전한 여행 되세요.”

정·오답 근거

(A)   ‘~하려고 애쓰다’의 의미이므로 to부정사 to make가 적절하다. 

동명사 making을 쓰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의 의미이다. 

(B)   주절의 동사 suggested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 속하므로 that절의 동사는 (should) tell의 형태

로 써야 한다.  

(C)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a warning을 선행사로 하는 

which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y glanced at it and saw it was only a warning, on 

the back of which was written.

▶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which가 쓰였으며, 관계대명사 which는 

「접속사 + 대명사 (= and on the back of it)」로 바꿔 쓸 수 있다.

~을 흘끗 보다 (= the ticket) 선행사

= and on the back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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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담기  mutual[mjúːʧuəl] 상호의, 서로의       

inevitably[inévitəbli] 아니나 다를까, 불가피하게       

pull over 차를 길가에 세우다     cop[kaːp] 경찰관       

undeterred[ᴧ̀nditə́ː rd] 단념하지 않는       

regale[riɡéil] 융숭하게 대접하다 ; 매우 즐겁게 해 주다       

glance at ~을 흘끗 보다

06 | 동명사 

p  32 ~ 33

1  Imitating  2  being promoted  3  doing 

4  scratching   5  not taking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고립된 도심 정원에 토착 환경을 모방하는 것은 잃어버린 토착 서

식지를 보완하기에 역부족이다. / 원형부정사 (Imitate)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동명사 (Imitating)가 와야 적절하다. 동명

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2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 당신은 1992년에 사무국장으로 승진되었

습니다.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소유격으로 나타낸 형태로, 

your가 승진이 되는 대상이므로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promoted가 적절하다. promote는 ‘승진시키다’의 의미이다. 

3  Rob은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화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미루어왔다. / put off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므로 동명사 

doing이 적절하다.

4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긁지 맑고 약을 먹어라. /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므로 동명사 scratching이 적절하다.

5  나는 선생님의 충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될 것이다. /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것이므로 

「regret + -ing」를 써야 한다.

 기출 적용 � 정답��④

전문해석  당신은 가까운 거리를 이사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거의 힘

들이지 않고도 금방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

삿짐 회사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당신은 

이삿짐을 꾸릴 물건들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적다고 잘못 생각한다. 당

신은 당신의 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실어 나를 수 없다는 사실을 너

무 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번 새로 이사 

갈 집으로 짐을 실어 운반해야 한다. 또한 물건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는

데, 그 물건들 중 일부는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본

다면, 이삿짐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정·오답 근거

① little의 쓰임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effort는 셀 수 없는 명사이고, 문맥상 ‘거의 노력하지 않고’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little은 알맞다. 

② 대동사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

   do는 앞에 나온 동사 have의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 쓰인 대동

사이다. 

③ 부사 too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부사 too는 형용사와 부사를 모두 수식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너무, 지나치게’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❹ 전치사의 목적어로 어떤 형태가 쓰여야 올바른가  

   전치사 of의 목적어로는 명사 (구)의 형태가 이어진다. damage가 

뒤에 나오는 your stuff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므로 동명사 

damaging으로 고쳐야 한다. 

⑤ 분사구문의 쓰임과 형태를 알고 있는가

   When〔If〕 all these things are considered ~에서 접속사와 

being을 생략해 분사구문 All these things considered ~가 된 

것이므로 과거분사 considered는 알맞다.

어휘 담기  in no time 즉시, 당장     false[fɔːls] 틀린, 그릇된      

be under the impression that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pack[pæk] 짐을 싸다     valuable[vǽljuəbl] 귀중한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능 어법 완성  

06 | 동명사 p  34 ~ 35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과거완료시제, 「forget+ to부정사 / 동명사」, 「with +   

명사 + 과거분사」,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

전문해석  손님들은 이미 도착했는데 백포도주는 미지근했다. 나는 

포도주를 차게 해 두는 것을 또 잊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차게 해 줄게.” 친구인 Mary가 말했다. 5분 후, 그녀는 완전히 차가워

진 포도주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그녀에게 비결

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그녀

가 마녀라고 소문내겠다고 계속 을러댔다. 마침내 그녀는 그 비결을 털

어놓았다. 그녀는 “간단해, 포도주를 비닐봉지에 옮겨 담고 그 비닐봉지

를 얼음물에 담그는 거야. 몇 분이 지나니까 포도주가 차가워졌어.”라고 

말했다.

정·오답 근거

①   의미상 백포도주가 미지근한 시점보다 손님들이 도착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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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제 앞선 과거이므로 과거완료 「had+ p.p.」는 적절하다.

❷   「forget+ to부정사」는 ‘ (앞으로) ~할 것을 잊다’의 의미이고, 

「forget+ 동명사」는 ‘(전에) ~했던 것을 잊다’라는 의미이다. ‘와인

을 차갑게 할 것’을 잊어버린 것이므로, to부정사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

③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와인이 차갑게 되는 것(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oole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ask+ 목적어 + to부정사」는 ‘(~해달라고) 말하다, 부탁하다’의 의미

이다.

⑤   우리말로는 ‘차갑게 되다’가 되어 부사가 쓰일 것 같지만, 영어에서 

보어로 형용사를 쓴다는 점에 유의한다.

어휘 담기  refrigerate[rifrídʒərèit] 냉각시키다, 차게 해 두다     

reveal[rivíːl] 드러내다, 밝히다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협박하다     

witch[wiʧ] 마녀, 여자 마법사     pour[pɔːr] 따르다, 붓다      

plastic bag 비닐봉지     dip[dip] 담그다, 적시다  (in)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hardly ~ before ...」, 동명사의 수동형, 병렬구조

전문해석  샴고양이인 풋팻이 식사를 끝내고 세수를 하려고 하자마자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상의 변화로 인해 짜증이 나긴 했

지만, 손님들에게 찬사를 받을 생각에 기쁘기도 했다. 샴 어로 그의 이

름은 ‘아름다움’을 의미했고, 그는 정말 아름다웠다. 지루한 파티였다.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인 목소리로 무의미한 말을 해댔다. 다른 사람들

은 갑자기 그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그를 집어 

들려고까지 했다.

정·오답 근거

(A)   ‘~하자마자 …하다’는 「hardly〔scarcely〕 ~ when〔before〕 ...」

또는 「no sooner ~ than ...」으로 나타낸다. hardly와 상응해야 

하므로 when이나 before가 적절하다. 반면에 no sooner는 

soon의 비교급인 sooner가 쓰였기 때문에 접속사는 항상 than

이 와야 한다. 

(B)   he(= Phut Phat)가 손님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손님들에 의해(by the guests) 찬사를 받는 대상으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형 동명사인 being admired가 알맞다. 

(C)   주어가 others이고 접속사 or에 의해 동사 moved와 병렬구조로 

연결되므로 tried가 알맞다.

어휘 담기  annoy[ənɔí] 짜증나게 하다       

routine[ruːtíːn] 판에 박힌 일, 일상       

admire[ædmáiər] 감탄하다, 찬탄하다       

long[lɔːŋ] 길게 느껴지는, 지루한       

nonsense[nanséns] 무의미한 말, 허튼소리       

false[fɔːls] 가식의, 거짓된       

worse still 훨씬 더 안 좋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pick up, turn off, put on, give up, write down 등처럼  

「동사 + 부사」로 된 구동사에서 일반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그 목적어는 

동사와 부사 사이 또는 부사 뒤에 모두 올 수 있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 

Others moved suddenly in his direction or, worse still, 

tried to pick him up. → pick up him (×)

어법 이것만은 꼭!  동사와 부사 사이에서 목적어의 위치

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 that, 「It ~ that」 강조구문,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 동명사, 전치사 + 동명사

전문해석  카메라의 발명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00년대에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카메라로 실험을 했다. 그러나 18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사진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때까지도, 사진술은 새로운 분야였다. 대부분의 가정은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필름을 현상하는 것이 너무 어려

웠기 때문에 카메라를 소유하지 않았다. 1884년에 George 

Eastman이 작은 카메라 속에 꼭 들어맞는 일종의 필름을 발명함으로

써 사진술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오답 근거

① that은 camera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②   「It ~ that」 강조구문으로 not until the early 1800s가 강조된  

문장이다. 「not until ~ that ...」은 ‘~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다’의 

의미이다.

❸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원형부정사 / 과거분사)」 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의 관계이면 원형부정사가 쓰이지만, 

수동의 관계이면 과거분사가 와야 한다. 사진이 찍히는 것으로 수동

의 관계이므로 had their pictures taken이 되어야 알맞다.

④   부사절에서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였다. taking과 developing은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이다. 「A and B」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아 단수동사 was를 썼다.

⑤   전치사 by 뒤에는 동명사 형태가 오는 것이 알맞다. 「by -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로 수단·방법을 의미한다.

어휘 담기  invention[invénʃən] 발명     

experiment[ikspérəmènt] 실험하다; 실험     

permanent[pə́ː rmənənt] 영구적인, 불변의     

photography[fətáɡrəfi] 사진술       

develop[divéləp] (필름을) 현상하다; 발달시키다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remember +  to부정사 / 동명사」, 수 일치, 비교구문

전문해석  양파를 볶든 쿠키 한 판을 굽든 간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할 것을 기억하라. 이 기름들에 함유된 지방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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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붉은 고

기에 의존하는 대신에 생선이나 가금류, 혹은 콩류를 먹어라. 고기를 먹

어야 한다고 느낄 땐, 돼지 안심이나 기름기가 특히 적은 간 쇠고기 같

은 살코기를 선택해라. 그것들은 돼지 등심이나 질 낮은 햄버거보다 동

맥을 막히게 하는 포화 지방을 덜 함유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remember의 목적어로 to부정사 to use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remember + 동명사」는 ‘~한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이다.

(B)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arteries가 아니라 the narrowing

이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occurs가 적절하다. 

(C)   「비교급 + than」 구문이므로 little의 비교급인 less가 와야 적절 

하다.

어휘 담기  batch[bæʧ] 한 솥, 한 차례 굽는 양      

combat[kəmbǽt] 싸우다, 전투하다     artery[áːrtəri] 동맥      

rely on ~에 의지하다     poultry[póultri] 조류, 가금류     

legume[léɡjuːm] 콩류     lean[liːn]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의     

tenderloin[téndərlɔìn] 안심       

ground[ɡraund] (곡물 등을) 간, 빻은       

artery-clogging 동맥을 막히게 하는

07 | 분사 

p  36 ~ 37

1  Injured  2  relieved 3  walking 

4  pressing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부상 당한 동물들은 상처가 낫는 동안 확실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면서 보낸다. / injure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

이므로, ‘부상을 당한’이라는 수동의 뜻이 되려면 과거분사 

Injured가 알맞다.

2  Morris는 비행기 밖에서 번쩍이는 불빛 때문에 걱정스러웠지만, 

조종사의 안내 방송을 듣고 안심했다. / 사람 (he)이 의미상 주어이

므로 과거분사 relieved(안심한, 안도한)가 알맞다.

3  멋진 광경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그 여자는 “당신은 타히티에서 

이것을 보았어야 했어요.”라고 말했다. /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

의 주어인 the woman과 일치하므로 생략하고, 여자가 행위의 

주체이므로 능동의 walking이 알맞다. 접속사 while은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미의 확실한 전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생략하

지 않는다.

4  평평한 대지는 이제 수평선으로 굽이쳐 사라져가고, 하늘은 짙은 

담요처럼 내리누르고 있다. / 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the sky로 

‘내리누르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현재분사 pressing을 써

야 한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한동안 출생 순서가 성격과 성년기

의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

다. “나는 사업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막내라

서 오빠나 언니들보다 덜 적극적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

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출생 순서는 가족 내

에서 당신의 역할을 정의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성년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출생 순서는 별 의미가 없어

진다.

정·오답 근거

(A)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가

   뒤에 이어지는 「주어 + 동사 + 목적어」가 완전한 절이므로 관계대명사 

what은 올 수 없으며, 접속사 that이 와야 한다.

(B) be동사의 보어로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thus 다음에 I am이 생략된 구문으로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aggressive가 와야 알맞다.

(C) 분사구문이 능동인가, 수동인가

   목적어 other social roles가 나오고, 주어인 you가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accepting을 써서 능동형 분사구문으로 표현

해야 한다.

어휘 담기  affect[əfékt] 영향을 미치다     

personality[pə̀ː rsənǽləti] 성격 ; 인격     

achievement[əʧíːvmənt] 업적, 성취       

aggressive[əɡrésiv] 적극적인     mature[mətjúər] 성숙해지다     

insignificant[ìnsiɡnífikənt] 중요하지 않은

  수능 어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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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to부정사의 부정형

전문해석  유명한 ‘Canterbury Tales’를 쓴 14세기의 시인 

Geoffrey Chaucer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Chaucer는 자신의 작가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Canterbury 

Tales’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그 작품은 ‘불경하다’고 선언했다. 



20  정답과 해설·채움

Chaucer는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하느

님을 불쾌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작품들을 부인했다. Chaucer가 말

년에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부인한 유일한 작가는 아니다. Chaucer와 

동시대를 살았던 Giovanni Boccaccio는 ‘Decameron’이란 제목

의 생동감 넘치지만 때로는 외설적인 이야기 모음집을 썼다. 그러나 

Boccaccio는 또한 젊은 시절에 쓴 외설적인 작품들에 대해 후회를 표

명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초기 작품들을 불태울 생각도 했지만, 한 

친구가 그것들을 불태우지 말라고 그를 설득했다.

정·오답 근거

①   관계대명사절(who 이하)이 삽입되었으며, 주어는 Geoffrey 

Chaucer이다. 문맥상 ‘~으로 여겨지다’의 의미이므로 수동태로 

쓰는 것은 알맞다.

②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Chaucer와 동일한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이다.

③   he thought는 삽입절이고, might displease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이다.

❹   entitle은 ‘~에 …라는 제목을 붙이다’라는 의미의 5형식 동사인데 

tales는 목적어, Decameron은 목적격보어이다. 따라서, tales를 

뒤에서 수식하며, ‘~라 이름 붙여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entitled가 되어야 한다.

⑤ to부정사의 부정형은 부정사 앞에 not을 쓰므로 알맞다.

어휘 담기  pen[pen] (글을) 쓰다, 저술하다       

declare[diklԑə́r] 선언하다     sinful[sínfəl] 죄가 있는       

fate[feit] 운명     displease[displíːz] 불쾌하게 하다     

disown[disóun] (저작물 등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contemporary[kəntémpərèri] 동시대의; 현대의, 당대의     

indecent[indíːsnt] 외설적인     repentance[ripéntəns] 후회, 참회     

aflame[əfléim] 불타는; 불붙은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능동태와 수동태, 분사구문, 과거분사

전문해석  검투사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위한 오락거리로 검 즉, 

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던 사람들이었다. 검투사들은 많은 관중

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게임이나 전투에 참가했다. 그들은 다양한 특수

화된 무기로 무장한 채, 서로 싸우거나 때론 사나운 동물과 싸웠다. 몇

몇의 불운한 검투사들은 아무 무기도 없이 싸움에 내몰리기도 했다. 대

부분의 검투사들은 사형수나 전쟁 포로, 그 (싸움) 목적을 위해 팔려온 

노예들이었다. 

정·오답 근거

(A)   접속사 and에 의해 연결된 병렬구조로 관계대명사 who에 연결되

므로 능동태인 fought가 적절하다.

(B)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they와 동일하며, ‘무장된다’는 수동의 의미

이므로 과거분사 Armed가 적절하다.

(C)   문장의 동사가 아닌 바로 앞의 slaves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bought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gladiator[ɡlǽdièitər] 검투사      

gladius[ɡlǽdiəs] 검     fight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싸우다     

thrust[θrʌst] 밀다 ; 억지로 ~시키다       

condemned criminal 사형수     slave[sleiv] 노예 

현재분사는 능동·진행의 의미를, 과거분사는 수동·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The kettle is spitting boiling water. 

주전자에서 끓는 물이 넘치고 있다.

He has suffered much pain from his broken leg. 

그는 다리가 부러져서 심한 통증을 겪었다.

어법 이것만은 꼭!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의미

03���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능동태와 수동태, 분사, 수 일치

전문해석  그리스 의사인 Hippocrates는 인체가 네 개의 체액 즉, 

검은 담즙, 노란 담즙, 피 그리고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검

은 담즙이 과다한 사람은 ‘우울질’로 분류되며, 우울하고 비관적이라고 

여겨졌다. 노란 담즙이 과다한 사람인 ‘담즙질’은 성격이 급하고, 신경과

민이라고 간주되었다. 피가 지배적인 사람은 ‘다혈질’로 분류되었다. 그

들은 대개 명랑하고 낙관적이었다. 과다한 점액을 가진 사람인 ‘점액질’

은 느리며, 냉정하다고 여겨졌다. 이 분류 이론은 오래 전에 폐기되었지

만, 성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그 용어들은 지속되고 있다. 

정·오답 근거

①   ‘~로 구성되다’는 뜻의 consist는 전치사 of와 함께 쓰인 자동사이

므로 능동형으로 써야 한다. 

②   명사 (Persons)를 수식하며, ‘분류되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classified는 적절하다.

③   주어가 복수인 Persons이고, ‘~라고 여겨진다’는 의미이므로  

수동태 were presumed는 적절하다. 

❹   The phlegmatic을 수식하는 분사가 필요한데, 능동의 관계이 

므로 과거분사 possessed를 현재분사 possessing으로 고쳐야 

한다.

⑤ 주어가 the terms이므로 동사는 복수형인 persist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Persons [with an excess of black bile, / classified as 

melancholic,] were presumed to be depressed and 

pessimistic.  
▶ 문장에서 분사와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classified는 주어 

Persons를 수식하는 분사이고, were presumed가 동사이다.

주어 삽입절, classify A as B: A를 B로 분류하다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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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담기  humor[hjúːmər] 체액     bile[bail] 담즙     

excess[iksés] 과잉, 과도; 초과한      

classify[klǽsəfài] 분류하다, 구분하다       

presume[prizúːm] 추정하다, ~이라고 여기다       

pessimistic[pèsəmístik] 비관적인(↔ optimistic 낙관적인)     

irritable[írətəbl] 짜증을 (잘) 내는, 신경과민의     

predominance[pridámənəns] 우세, 지배       

discard[diskáːrd] 버리다, 폐기하다

04���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used to+ 동사원형」, 자동사와 

타동사

전문해석  Yellowstone 국립공원은 미국의 서쪽에 위치한 야생 지

역이다. 로키 산맥이 그 공원을 관통한다. 매년, 방문객들은 미국 내 남

아있는 유일하게 완전한 야생 지역 중 한 곳을 보려고 이곳을 방문한다. 

오늘날 그 공원은 엘크, 버팔로, 곰과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이다. 과거에는 그곳이 또 다른 야생동물인 얼룩이리의 서식지이기도 

했다. 미국에는 많은 늑대들이 있었다. 사실, 1600년대에는 얼룩이리  

무리가 멕시코 북부에서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발견되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늑대들은 죽임을 당

했고, 그래서 1870년에는 얼룩이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정·오답 근거

(A)   locate는 ‘위치시키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a wilderness area가 

‘위치해 있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located가 알맞다.  

a wilderness area which is located에서 which is가 생략되

었다.

(B)   used to는 ‘~하곤 했다, ~한 상태였다’는 의미의 조동사이며, 그 

뒤에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하므로 be가 알맞다. 「be used 

to+ -ing」는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의미이다.

(C)   fall은 자동사로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과거의 진행 상태를 나타

내는 과거진행형이 되어야 하므로 falling이 적절하다.

어휘 담기  wilderness[wíldərnis] 황무지       

elk[elk] 엘크(사슴의 일종)     buffalo[bʌ́fəlòu] 버팔로, 물소    

estimate[éstəmèit] 추정하다, 평가하다     

population[pàpjuléiʃən] 인구; 개체군, 집단 ; 개체 수       

settle[sétl] 정착하다     rapidly[rǽpidli] 급격하게, 빠르게

08 | 비교 

p  40 ~ 41

1  long 2  more familiar  3  the more 

4  many   5  most  6  far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연꽃이 꽃을 피울 때, 그것은 그 꽃봉오리를 4일 동안 화씨 86도 

이상까지 따뜻해지게 한다. / 「as+ 원급 + as」의 동등비교 구문이

므로 long이 알맞다.

2  당신과 당신 친구는 좀 더 친숙한 얼굴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 

이다. / 3음절 이상의 단어는 「more + 원급」의 형태로 비교급을 

나타내므로 more familiar가 알맞다. 

3  혼잡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혼잡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로 「the+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이 쓰였으므로 the 

more가 알맞다. 

4  많은 새로운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졌고, 요즘 그 도시에는 차

보다 자전거가 두 배나 더 많다. /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as 

~ as」 사이에는 원급을 쓰므로 many가 적절하다.

5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금은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개념인, 

환자의 개별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일 것이다. / 3음절 이상의 단어는 

「the most+원급」의 형태로 최상급을 나타낸다.  

6  그 답은 간단하다. 그저 직접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자주 통화 상대의 

이름을 말하라. / 비교급을 수식해서 ‘훨씬’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far, much, even, still, a lot 등을 써서 나타낸다. 

 기출 적용 � 정답��④

전문해석  1992년 1월 10일,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12

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했는데, 그것들 중 하나의 컨테이너에는 

28,800개의 물에 뜨는 욕실 장난감이 들어 있었다. 밝은 색의 오리와 

개구리, 그리고 거북이 모양의 장난감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

게 되었다. 7개월 후에 그것들이 유실되었던 곳으로부터 3,540킬로미

터가 떨어진 알래스카의 Sitka 근처 해변의 육지에 첫 번째 장난감들이 

도달했다. 다른 장난감들은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 그리고 베링 해를 가

로질러 북쪽과 서쪽으로 떠다녔다. 일부 장난감 동물들은 바다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것들은 순전히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떠다녔

고, 결국에는 Sitka로 되돌아왔다.

정·오답 근거

(A)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와 명사의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라는 뜻으로, a ship과 travel이 

능동의 관계이므로 a ship을 수식하는 현재분사 traveling이 적절

하다. 

(B) 관계대명사 what과 관계부사 where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유실된 곳’이라는 뜻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C)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를 알고 있는가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 longer를 강조하므로 even이 적절 

하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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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On January 10, 1992, / a ship [traveling through rough 

seas] / lost 12 cargo containers, / one of which held 

28,800 floating bath toys.

▶ 문장의 주어는 a ship으로 현재분사구 (traveling ~ seas)의 수식을 받

으며, 동사는 lost이다. 또한 관계대명사 which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으

며, 12 cargo containers가 선행사이다.

어휘 담기  floating[flóutiŋ] 떠 있는, 떠다니는       

adrift[ədríft] 표류하는     landfall[lǽndf�ːl] 육지 접근, 상륙     

completely[kəmplíːtli] 완전히; 순전히       

current[kə́ː rənt] 해류; 조류, 기류

  수능 어법 완성  

08 | 비교 p  42 ~ 43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비교급 강조, 「A rather than B」, 「appear  

+  to부정사」

전문해석  한 실험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에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심장 박동수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회복된

다고 한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성들의 경우

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혈압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로  

신체적인 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건강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에는  

혈압보다는 불안감이 증가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성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했을 때는 심장병과 다른 신체적인 질환으로부터 더 큰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였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는 those이고, who are physically fit은 tho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므로 복수동사 react는 적절하다.

❷   일반적으로 부사의 비교급을 표현할 때는 more를 사용한다. 그리

고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far, much, still, even, a lot 등이 쓰인

다. far를 쓴 것은 맞지만, more 다음에 또 ‘-er’을 붙였으므로 틀

린 표현이다. far more quickly가 되어야 알맞다. 

③   부사 dramatically의 비교급으로 more dramatically는 적절 

하다.

④   「A rather than B」 구문으로 ‘B보다는 오히려 A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their anxiety가 A에 해당된다.

⑤ 「appear + to부정사」는 ‘~처럼 보이다’의 의미이다.

주어

동사 선행사 =   and one of 
12 cargo containers

현재분사가 앞에서 명사 수식 

어휘 담기  physically[fízikəli] 신체적으로       

fit[fit] 건강한 (↔ unfit 건강하지 않은)       

predominantly[pridámənəntli] 주로, 대부분     

anxiety[æŋzáiəti] 불안, 염려     regular[réɡjulər] 규칙적인     

protection[prətékʃən] 보호     disease[dizíːz] 질병, 질환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동등비교, 관계대명사 what, 수동태

전문해석  검투사 결투가 열렸던 원형 경기장으로 말하자면, 현대 도

시에 마천루가 흔한 것처럼 이탈리아와 로마 제국에서는 흔한 것이었

다. 그 경기 장소를 뜻하는 단어 ‘arena(중앙에 모래를 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는 문자 그대로 ‘모래’를 의미하는데, 모래가 바닥을 덮고 

있어 피를 흡수했다. 경기장 바닥에 있는 통로를 통해 경기장 안으로 동

물들을 풀어 놓을 수 있었다. 큰 원형 경기장은 최소 3만 명의 군중을 

수용했고, 가장 큰 경기장인 로마에 있는 Flavian Amphitheater 즉, 

콜로세움은 거의 5만 명을 수용했다. 

정·오답 근거

(A)   두 대상의 정도가 같음을 나타내는 동등비교 「as ~ as ...」 구문이

므로, as가 적절하다. 

(B)   동사 is의 보어이면서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what이 들어가야 한다.

(C)   permitted의 목적어인 animals와 의미상 수동의 관계이므로 be 

released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as for ~로 말하자면, ~에 관해서는     

gladiatorial[ɡlӕdiətɔ́ː riəl] 검투사의     

skyscraper[skáiskrèipər] 고층 빌딩; 마천루      

arena[əríːnə] 중앙에 모래를 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refer to ~를 언급하다     literally[lítərəli] 문자 그대로     

release[rilíːs] 풀어 놓다     spectator[spékteitər] 군중

「as ~ as ...」 형태로 나타내며, 부정형은 「not as〔so〕 ~ as ...」이다.

The air was polluted as badly as the rivers. 

공기는 강만큼 심하게 오염되었다.

Man is not as powerful as God. 

인간은 신만큼 강력하지 않다.

어법 이것만은 꼭!  동등비교

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 비교급의 형태, 관계대명사, 동등비교

전문해석  북극곰이 기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처음 나왔는

데, 그 이유는 북극성 기후의 계절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미국 핵 잠수함들이 수집한 북극의 얼음이 이전보다 40퍼센

트가 더 얇아졌다는 증거가 입수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위성으로 북극

을 감시하던 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꼭대기에 놓여 있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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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층이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두 배나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는 보고를 내놓았다. 이 세 개의 별개의 연구들 전부가 한결같이 불길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바로 북극의 얼음이 전에 없던 속

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that절은 starvation threatens polar bears가 수동태로 전환된 

것이므로 「be동사 + p.p.+ by + 행위자」 형태는 알맞다.

②   「grow + 비교급」은 ‘점점 ~해지다’의 의미이다.

❸   thin은 1음절의 형용사이므로 비교급을 만들 때는 more를 쓰지  

않고, -er을 붙여서 thinner로 써야 한다. 따라서, 40% thinner 

than이 되어야 한다.

④   선행사는 the enormous ice sheet이고, that은 주격 관계대명

사이다. 선행사 앞에 제시된 that은 동격의 that임에 주의한다. 

⑤   「배수사 + as〔so〕 + 원급 + as ...」 구문으로 as와 as 사이에는 형용

사나 부사의 원급이 와야 알맞다. 따라서 twice as fast as는 알

맞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First came the report [that polar bears are threatened 

by starvation / because the Arctic season is growing 

shorter].
▶ 부사 (First)가 강조되어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동사

(came) + 주어(the report)」의 어순이 된 것이다.

어휘 담기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starvation[staːrvéiʃən] 기아, 궁핍       

the Arctic 북극(해)     spy[spai] 몰래 감시하다       

enormous[inɔ́ː rməs] 거대한, 막대한     atop[ətáp] ~의 꼭대기에     

shrink[ʃriŋk] 줄어들다, 적어지다       

point[pɔint] (결론에) 이르게 하다〔시사하다〕       

ominous[ámənəs] 불길한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비교급 강조, 지시대명사

전문해석  상황으로 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 있

는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 전혀 가망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의 열쇠는 각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

는 것 같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은 많은 아프리카 국

가들과 똑같은 열대기후이지만, 그들의 경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와는 달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뒤에 진주어인 to부정사구(to have ~ trade)가 이어지고 있으므

로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o부정사의 의

부사 동사 주어 동격의 that 수동태

by + 행위자 grow + 비교급: 점점 ~해지다

미상 주어는 kind, foolish 등의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가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for+목적격」의 형태로 나타낸다. 따라

서 for developing countries는 to have ~의 의미상 주어이다.

(B)   비교급을 강조하는 어구로는 far, much, still, even, a lot 등이 

있다. farther은 far의 비교급이다.

(C)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시대명사가 쓰인다. 단수명사는 지시

대명사 that, 복수명사는 지시대명사 those로 받는다. 앞에 나온 

economies를 받으므로 those가 알맞다.

어휘 담기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cf. developed 
country 선진국)       

competitive[kəmpétətiv] 경쟁적인, 경쟁력 있는       

edge[edʒ] 강점, 우세; 가장자리     lie in ~에 놓여 있다     

policy[páləsi] 정책, 방침     tropical[trápikəl] 열대의

  수능 Mid Test 02 
p  44 ~ 47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과거분사, by -ing, 

전치사 + 동명사, 병렬구조

전문해석  Seikatsu 클럽은 회원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은 취급하지 않는다. 비록 회원들이 그것들을 요구하더라도 합성세제, 

인공 조미료, 그리고 화학 처리가 된 의류는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이 

클럽은 지역 농민들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한다. 

농민들에게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화학물질을 덜 사용하도록 부탁하

는 대신에, 회원들은 계약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해 주고, 외관상의 상품 

결함은 개의치 않기로 합의한다.

정·오답 근거

①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따라서, to handle은 to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며, products는 to부정사의 목적어

이다.

②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가 사용되어 ‘화학물질로 처리가 

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③   「by - i n g 」는 ‘ ~함으로써’라는 의미로 수단을 나타낸다. 

cooperate with는 ‘~와 협력하다’라는 의미이다.

④   in return for에서 for는 전치사이므로 그 뒤에는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동명사 asking은 알맞다.

❺   주어는 members이고,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buy와 병렬 연결

되어 있으므로 agreed가 아니라 현재형 복수동사인 agree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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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⑤

Seikatsu 클럽은 환경친화적인 제품만을 구매하고 생산을 독려하므로 

‘환경친화적(environment-friendly)’이다.

어휘 담기  synthetic[sinθétik] 합성의     

detergent[ditə́ː rdʒənt] 세제     off limits 출입 금지     

cooperate[kouápərèit] 협력하다       

in return for ~에 대한 보답으로     organic[oːrgǽnik] 유기농의 

fertilizer[fǝːrtǝláizǝr] 비료       

overlook[òuvərlúk] 너그럽게 봐주다 ; 간과하다      

physical[fízikəl]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imperfection[ìmpərfékʃən] 결함, 결점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 whom, 완료부정사, that절의 동사

전문해석  영국의 철학자인 Herbert Spencer는 미국의 기업가들

이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 의지했던 사람이었

다. Spencer가 만든 이론인 사회 다윈주의는 부분적으로 Charles 

Darwin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이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Spencer는 ‘선천적으로’ 더 우월한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 있으며,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Spencer는 열등한 사람들은 태

생 자체가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정·오답 근거

(A)   선행사가 the person으로 관계절에서 전치사 to의 목적어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알맞다. 

(B)   to부정사의 시제가 is said보다 앞선 시제이므로 완료부정사가 알

맞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Spencer가 주어인 수동태 문장이 

되었다. They say that Spencer coined the expression 

“survival of the fittest.” → It is said that Spencer coined 

the expression “survival of the fittest.” → Spencer is 

said to have coined the expression “survival of the 

fittest.” 

(C)   that 이하를 살펴보면, 주어는 those이고 관계절 who were at 

the bottom이 선행사 those를 수식하며, by their very 

natures는 삽입된 것이다. those가 that절의 주어이므로 동사 

were가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③�

Spencer는 태생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은 생존에 부적절하다고 주장

했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Herbert Spencer, an English philosopher, was the 

person [whom US industrialists turned to for the 
주어 동격 동사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에 의지하다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their pursuit of wealth].
▶ 두 문장 Herbert Spencer, an English philosopher, was the 

person.과 US industrialists turned to him for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their pursuit of wealth.가 him을 대신하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 whom에 의해 한 문장으로 연결된 것이다.

어휘 담기  industrialist[indʌ́striəlist] 기업가, 경영주      

turn to ~에 의존하다     justification[dʒʌ̀stəfikéiʃən] 정당화     

application[ӕ̀pləkéiʃən] 적용, 응용     

evolutionary[èvəlúːʃənèri] 진화론적인, 진화의       

coin[kɔin] (신조어 등을) 만들어내다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생존       

superior[səpíəriər] 우월한, 뛰어난       

impede[impíːd]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unfit[ʌnfít] 부적당한, 부적합한

03���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동명사의 관용 표현, 동사 help의 목적격보어, 분사 

구문, 과거완료시제, 「only +  to부정사」

전문해석  작은 도시에 사는 내 사촌은 때때로 식료품을 사러 과감히 

대도시로 간다. 최근에 갔을 때, 그녀는 쇼핑 카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에게 카트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를 꺼내 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 쇼핑이 끝난 뒤에 그녀는 밖에 나가 카트를 사용하

기 위해 맡긴 25센트를 어떻게 회수할지 걱정했다. 간신히 그녀는 카트

를 자리에 밀어 넣고 체인을 자물쇠에 꽂고, 25센트를 돌려받고서는, 

그제서야 그녀가 산 식품들이 카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오답 근거

①   「have trouble (in) -ing」로 ‘~하는 데 곤란을 겪다’의 의미이므로 

getting이 적절하다. 

②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하므로 remove는 

적절하다. 

❸   After shopping was completed를 분사구문으로 바꿔 쓴 것으

로, shopping being completed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형 completed가 되어야 한다. 

④   그녀가 밖에 나간 것보다 예치금을 맡긴 것이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형인 had deposited는 알맞다. 

⑤   「only+ to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통 의외  

또는 실망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내용상 가장 적절하다.

어휘 담기  venture[vénʧər]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 과감히 ~하다     

stall[stɔːl] (주차용·샤워용 등의) 한 구획 ; 상품 진열대     

retrieve[ritríːv] 만회하다, 회수하다     deposit[dipázit] 예치하다     

manage to 가까스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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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ve[ʃʌv] 밀다, (아무렇게나) 밀어 넣다       

trap[træp] 함정에 빠뜨리다 ; 좁은 장소에 가두다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remember + to부정사 / 동명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what

전문해석  나는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미국 독립 혁명의 원인에 

대한 열 가지 가능한 해석’이라는 작고 얇은 책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 책은 열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각 다른 저자에 의해 쓰

여졌다. 나는 첫 장을 읽고 혼잣말을 했다. “말이 되네. 그것이 진짜 미국 

독립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구나.” 그러나 다음 장을 읽었는데 그것이 완

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공

감했다. 나머지 여덟 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들 모두 말이 되

었다. 그 결론들은 완전히 달랐지만, 모두 훌륭한 견해였다.

정·오답 근거

(A)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읽었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remember 뒤에는 reading이 적절하다. remember 뒤에 to부

정사가 올 경우에는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이다. 

(B)   의미상 주어가 each인 분사구문으로 ‘다른 저자에 의해 쓰여진’이

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being이 생략된 written이 적절하다.

(C)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A) Different (B) Sense

미국 독립 혁명의 원인에 대해 열 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각각의 결론이 ‘일리’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Different 

(다른)’와 ‘Sense(일리 ; 의미)’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어휘 담기  interpretation[intə̀ː rprətéiʃən] 해석 ; 설명      

cause[kɔːz] ~을 야기하다     theory[θíːəri] 이론       

say to oneself 혼잣말하다     make sense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conclusion[kənklúːʒən] 결론     remaining[riméiniŋ] 남아 있는     

opinion[əpínjən] 의견

05���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No matter + 의문사, 병렬구조, 수 일치, to부정사

전문해석  부모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얼마이든지간에 자녀들이 몇 가

지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

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예

산을 짜는 방법과 그 예산 내에서 지출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용돈으로 받는 액수보다 더 비싼 장난감을 갖

고 싶어하면, 부모들은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을 모으는 데 몇 주가 걸릴

지 계산해 보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오답 근거

①   no matter what은 ‘비록 무엇이 ~할지라도’의 의미로, 여기서는 

‘소득이 얼마이든지간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what they want와 what they need가 and로 연결되는 병렬구

조를 이루고 있다.

③   how to make a budget과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동일한 형태인 

how to keep spending은 적절하다. 

④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an expensive toy이며, 선행사가  

단수명사이므로 단수동사 costs는 알맞다.

❺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표현은 「It will take ~ to

부정사」 구문을 쓴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의 예산 짜기 및 사용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경제관념을 키워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휘 담기  attitude[ǽtitjùːd] 태도, 자세     income[ínkʌm] 수입     

budget[bʌ́dʒit] 예산, 경비     cost[kɔːst] 비용이 들다     

allowance[əláuəns] 용돈; 허가     figure out 계산하다, 이해하다

06���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가주어 ~ 진주어」 구문,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전문해석  아내와 내가 새 텐트 트레일러를 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조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몰랐다. 우리는 지지대의 혼란스러운 배

열, 밀어 넣는 침대 그리고 똑바로 배치되지 않는 문 때문에 애를 먹었다. 

마침내, 이웃들이 도와주러 와서, 우리는 함께 인력으로 움직이고, 들어

올리고, 밀어서 부품들을 제자리에 넣었다. 한 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트레일러가 올려졌다. 내부를 살펴보다가 우리가 캐비닛을 열자 비디오

카세트 한 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비디오는 10분 안에 텐트 트레일러를 

세우는 법을 단계별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정·오답 근거

(A)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가주어 it을 대신하는 

진주어가 나와야 하므로 to erect가 적절하다. 

(B)   선행사 a doo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which가 적절하다.

(C)   분사구문으로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인 we와 동일하므로  

능동형인 Exploring이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①�

텐트 트레일러를 설치할 줄 몰라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한참 만에 설

치를 끝냈는데, 그 후에 내부를 살펴보다가 간단한 설치법이 담긴 비디

오카세트를 발견하고 느꼈을 심경으로는 ‘embarrassed(황당한)’가 

가장 적절하다.

어휘 담기  erect[irékt] 세우다, 조립하다       

confusing[kənfjúːziŋ] 혼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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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əréi] 배열, 배치     line up (배치를) 조정하다     

manhandle[mǽnhæ̀ndl] 인력으로 움직이다, (아주 힘들게) 옮기다       

tug[tʌɡ] 끌다, (힘껏) 당기다

07���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전치사의 목적어, 수 일치, 분사구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전문해석  효과적으로 듣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보통 대인 관계가 더 좋다. 특히, 다

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문제나 견해, 그리고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듣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식시켜 준다. 예를 들어, 듣기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게 하여,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잘 이

해하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잘 듣는 사람들은 종종 보다 훌륭한 화

자이다. 좋은 듣기 습관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세련되고, 건전하며, 전

략상 중요하고, 흥미롭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오답 근거

① 전치사 of의 목적어이므로 동명사 experiencing은 적절하다. 

② 주어가 동명사 listening이므로 동사는 단수형 is가 적절하다. 

③   전치사 of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므로 간접의문

문인 who we are는 적절하다. 

④   분사구문이면서 주어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helping은  

적절하다. 

❺   전치사의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at이 와야 한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④�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고, 이어지는 문장들은 주제를 뒷받침

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④ ‘경청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적절하다.

어휘 담기  effectively[iféktivli] 효과적으로       

positive[pázətiv] 긍정적인     outcome[áutkʌm̀] 결과     

interpersonal[ìntəːrpə́ː rsənəl] 대인 관계의       

specifically[spisífikəli] 명확하게, 특히     

perspective[pərspéktiv] 견해, 시각       

contrast[kəntrǽst] 대조하다     identity[aidéntəti] 정체성     

tasteful[téistfl] 멋있는, 세련된     sound[saund] 건전한     

strategic[strətíːdʒik] 전략상 중요한

동명사는 동사적 기능과 명사적 기능을 동시에 하며, 동사적으로 쓰일 

경우, 목적어나 보어를 취하고 부사 (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명사적으로 쓰일 경우, 문장의 주어·목적어·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I remember seeing him once. (동사적 기능 - 목적어 수반)  

나는 그를 한번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다.

Reading in bed is not good for the eyes. (명사적 기능 - 주어)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는 것은 눈에 좋지 않다.

어법 이것만은 꼭!  동명사의 용법

08���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비교급, 수 일치, 병렬구조

전문해석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

는데, 이는 바로 그 스포츠들이 터치 풋볼 경기보다 다소 더 도전적이라

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다. “두 다리와 두 팔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 궁금

할 겁니다.”라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산악인이자 영화 제

작자인 Eric Perlman은 말한다. “우리는 시도해 보든지 아니면 죽든

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정·오답 근거

(A)   뒤에 than이 나오므로 비교급인 more가 오는 것이 알맞다.

(B)   every나 each가 수식하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의 단수

형인 is가 알맞다.

(C)   「A or B」가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to에 연결되는 동사원형 

die가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challenging

익스트림 스포츠는 다른 일반 스포츠보다 더 ‘도전적’이다.

어휘 담기  have ~ in common ~을 공통적으로 지니다     

perception[pərsépʃən] 인식       

challenging[ʧǽlindʒiŋ] 도전적인       

touch football 터치 풋볼 (미식축구의 일종)       

enduring[indjúəriŋ] 지구력이 있는; 영속적인       

specialize in ~을 전문으로 하다

09 | 대명사 

p  48 ~ 49

1  its 2  A friend of mine  

3  itself 4  yourself

수능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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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해설

1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음료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자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는 올림픽에 막대한 투자를 한 직후 대중의 태도가 매우 

호의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 지칭하는 대상이 surveys가 아닌 

a beverage company이므로 its가 알맞다.

2  내 친구 한 명이 아내와 함께 하와이에서 해변에 서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있었다. /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쓸 수 없으므로 이중

소유격으로 나타낸다.

3  문화적 중심성은 대개 어떤 도시가 활동의 중심에 있다는 슬로건

으로서 그 자체를 나타낸다. / Cultural centrality가 주어로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의미이므로 재귀대명사 itself가 적절하다.

4  그 점을 너 자신에게 입증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아라. /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므로 목

적어를 재귀대명사 yourself로 써야 한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이 정원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알아챈 것은 이 발

목 높이의 풀밭이 울타리 밖에 있는 풀밭보다 더 푸르다는 것이다. 수없

이 다양한 많은 야생화들이 길 양쪽의 지면을 덮고 있다. 덩굴식물들이 

윤을 낸 은빛 문을 덮고 있고, 어딘가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

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풀들이 춤을 출 때 야생화의 향기가 공기를 가

득 채운다. 허브가 담긴 커다란 바구니가 서쪽으로 향한 울타리에 기대

어 있다. 이 정원을 걸을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낙원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군.”

정·오답 근거

(A)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앞부분에 있는 grass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단수형인 that이 와야 

한다. those는 that의 복수형으로 복수명사를 지칭한다. 

(B) both와 either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both는 ‘둘 다의’라는 의미로 복수명사를 수식하고, either는 ‘(둘 

중) 어느 하나의’라는 의미로 단수명사를 수식한다. 뒤에 길 양쪽  

지면을 의미하는 복수명사 sides가 나오므로 both가 적절하다.

(C)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

   문장의 주어는 wildflowers가 아니라 The perfume으로 단수이

므로 동사도 단수형인 fills가 와야 한다.

어휘 담기  ankle-high 발목 높이의     fence[fens] 울타리     

dozens of 수십의; 많은     variety[vəráiəti] 다양(성)       

creeping plants 덩굴식물       

polished[pàliʃt] 닦은, 윤을 낸; 품위 있는       

bubble[bʌbl] 거품이 일다; (거품을 내며) 졸졸 흐르다

  수능 어법 완성  

09 | 대명사 p  50 ~ 51

01 ① 02 ③ 03 ② 04 ③

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가목적어 it, 재귀대명사, 병렬구조, 「가주어 ~ 진주어」, 

동명사

전문해석  나는 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고치거나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여겨왔다.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사업상의 결정과 심지어 사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적용된

다. 스스로에게 예방의 힘을 일깨우고,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실천해 간

다면, 많은 슬픔을 덜어내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줄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살을 빼는 것보다는 살이 찌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사양

하거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더 쉽다. 

정·오답 근거

❶   that이 접속사라면 that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하는데, 불완

전한 문장이므로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뒤

에 이어진 to부정사구 (to prevent ~ happening)의 가목적어에 

해당하는 it으로 고쳐야 한다.

②   주어인 you와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yourself는 알맞다.

③   reduce는 앞에 조동사 can이 생략된 형태로 and에 연결되어 

save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to keep my weight down이 문장의 진주어이고, It은 가주어이다. 

for me는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⑤ 동명사구 Knowing this가 주어로 쓰인 것으로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By reminding yourself of the power of prevention and 

implementing its wisdom into your life], you can save 

yourself a great deal of grief, and, in the process, (can) 

reduce some of the stress [(which) you experience].

▶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동명사구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

으며, 주절의 동사 역시 「(can + ) 동사원형」의 형태로 병렬 연결 되어 있다.

어휘 담기  prevent[privént] 막다, 예방하다       

fix[fiks] 고치다, 수리〔수선〕하다 (= repair)       

apply[əplái] 적용되다, 해당되다 ( to)       

remind[rimáind] 생각나게 하다, ~에게 깨닫게 하다       

implement[ímpləmènt] 이행하다, 실행하다       

in the process ~의 과정 중에       

excessive[iksésiv] 과도한, 지나친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상당한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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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재귀대명사, 가목적어 it, 「동사 + 대명사 + 부사」

전문해석  현대 미술에는 아무것도 없다고들 하지만, 확실히 유머는 

있다.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나는 큰 흰색 캔버스에 붉은 색 얼룩이 칠

해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어쨌든 그게 내가 본 전부였다. 최근에 비슷한 

그림이 경매되고 있었는데, 경매인은 가격을 1,000달러 이상으로 올리

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그림을 옆으로 돌려놓았다. 가격이 2,000

달러로 올라갔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기분이 들

기 시작한 것이었고, 경매인이 그림을 거꾸로 놓자 4,000달러를 넘어

섰다. 모든 사람이 웃었다. 그림을 산 사람까지도 웃었다.

정·오답 근거

(A)   동명사 viewing의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와야 하는

데,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myself가 알맞다.

(B)   뒤에 이어진 to부정사구(to push ~ over $1,000)가 진주어이므

로 가목적어 it이 알맞다.

(C)   「동사 + 부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 + 대명

사 + 부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turned it upside down이 알

맞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 found myself viewing a big white canvas with a red 

smear on it
▶ 동명사 viewing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므로 myself가 

알맞다. 여기서 소유격 my는 중복 표현으로 부적절하고, 주어 I와 의미상 

주어인 목적격이 동일한 대상이므로 me가 아니라 재귀대명사 myself가 

쓰인 것이다.

어휘 담기  smear[smiər] 얼룩, 자국     auction[ɔ́ː kʃən] 경매(하다)     

auctioneer[ɔ̀ː kʃəníər] 경매인       

bidding[bídiŋ] (경매의) 가격 제시, 입찰     spirit[spírit] 기분, 심적 태도      

appreciate[əpríːʃièit] 감상하다; 진가를 알다       

upside down 거꾸로

03���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와 타동사, 지시대명사, 접속사 as 

전문해석  그 바다뱀은 카누 다섯 대만큼의 길이로 보였다. 

Stannard는 귀가 없는 말머리 같이 생긴 그 생물체의 검은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뱀이 머리를 점점 높이 들어올려 카누

를 내려다보았다. Stannard는 새총으로 돌멩이를 날렸고, 그 돌이 괴

물에 맞아 ‘딱’하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

질렀음을 깨닫고는 친구들에게 해안가로 노를 저으라고 소리쳤다. 바다

뱀은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뒤쫓아 오지는 않았다.

정·오답 근거

① 「appear + to부정사」는 ‘~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로 알맞다.

주어 의미상 주어 with + 명사 + 전시차구: ~한 채로, ~하면서

❷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단수명사는 that을, 복수명사는 those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a head를 받으므로 that을 써야 한다. 또한 it은 

소유격을 나타내는 of 앞에는 쓰지 않으므로 that of a horse가 

되어야 알맞다.

③   ‘일어서다, 떠오르다’라는 의미의 rise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자동사이고, raise는 ‘~을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로 목적어를 취하

는 타동사이다. 목적어 its head가 있으므로 raised가 알맞다.

④ as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여 절을 이끈다.

⑤ them은 앞에 언급된 Stannard와 his friends를 의미한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sea serpent lowered itself into the water, but it did 

not pursue them.

▶ itself와 it 모두 The sea serpent를 지칭하지만, itself는 같은 절 안

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같으므로 

재귀대명사가 쓰인 것이다.

어휘 담기  serpent[sə́ː rpənt] 뱀     canoe[kənúː] 카누     

slingshot[slíŋʃàt] 새총     tink[tink] 딱하는 소리     

enormity[inɔ́ː rməti] 엄청남, 심각함 ; 극악무도       

paddle[pǽdl] 노를 젓다     lower[lóuər] 낮추다       

pursue[pərsúː] 추적하다, 뒤쫓다

04���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가주어 it,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재귀대명사

전문해석  요즘 신선한 육류와 채소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

는가? 나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는데, 그곳은 언제나 몸에 해로

운 햄버거나 영양가 없는 피자와 같은 냉동식품이 여기저기 가득하다. 

사람들은 식품이 장시간 냉동되면, 영양소의 90퍼센트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맛은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만약 우리가 계속 신

선한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각을 완전히 잃게 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저항할 때이다. 냉동식품을 거부

하자! 자연 식품을 요구하자!

정·오답 근거

(A)   진주어인 to부정사구 (to find ~ vegetables)를 받는 가주어는 it

이다.

(B)   선행사 뒤의 콤마(,)로 보아,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관계대

명사가 필요하므로 which가 적절하다.

(C)   주어(we)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므로 재귀대명사 ourselves가 

알맞다.

어휘 담기  notice[nóutis] 알아채다, 인지하다       

frozen food 냉동식품     goodness[ɡúdnis] (식품의) 영양분; 미덕     

not to mention ~은 말할 것도 없이       

be in danger of ~할 위험에 처해 있다       

= The sea serpent = The sea serpent  

= Stannard and his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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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ive A of B B에게서 A를 빼앗다       

make a stand 멈추다, 저항하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

이는 기능을 하며, 「접속사 +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단,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I visited Jane, who gave me this book.

나는 Jane을 방문했는데, 그녀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 I visited Jane, and she gave me this book.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that are written 

by Shakespeare. (×)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which are written 

by Shakespeare. (◯)

탁자 위에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들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였다.

어법 이것만은 꼭!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10 | 관계대명사 

p  52 ~ 53

1  that  2  what  3  whom 

4  which 5  which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그는 그의 아버지가 20년도 더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숙제를 여전

히 하고 있었다. / 선행사 the same assignments가 사물이므

로 that이 알맞다.

2  Thomas Jefferson은 중요한 건 자신의 신념에 대한 용기라고 

일찍이 말한 바 있다. / the thing that〔which〕의 의미이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3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느낄 

때 당신 곁에서 훨씬 더 편안해 할 것이다. / you communicate 

with에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를 대신하므로 관계대명사의 목적

격인 whom이 적절하다.

4  이러한 생각은 Bertolt Brecht에 의해 그의 ‘서사극’과 더불어 발

전되었는데, 그것은 전략적으로 소외 효과(낯설게 하기)를 이용했다. 

/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므로 which가 알맞다. that은 계속

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5  호수에서 작은입 배스는 종종 떼를 지어 모여드는데, 그것은 만약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무리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선행

사가 앞에 나온 절을 받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콤마

( , )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이 올 수 없다.

 기출 적용 � 정답��③

전문해석  우리는 영화감독들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영화 프로젝트들 

중 하나인 반면, 자칭 영화를 소설화한 책은 상스럽게 여겨진다. 후발 

예술이면서 동시에 혼합 예술이기도 한 영화는 다른 서사 장르와 항상 

소통을 해왔다.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배우가 출연하는 앞 무대와 부

합하면서, 영화는 초기에 특별히 유력한 일종의 마술 공연장으로 보였

다. 초창기 무성 영화기를 시발점으로 연극은 자주 영화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연극을 영화화하는 것은 영화의 진정한 독특함, 즉 카메라의 개

입, 다시 말해 그것의 시각적 이동성의 발전을 조장하지 못했다. 줄거리, 

등장인물, 대화의 공급원으로서 소설이 (연극보다) 더 적합해 보였다. 영

화의 초기 성공작들의 대다수가 인기 있는 소설을 각색한 것이었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

   Adapting novels는 ‘소설을 각색하는 것’이란 의미의 동명사구이

므로 be동사의 단수형 is는 알맞다. 

② other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 있는가

   other는 단·복수명사 모두를 수식 가능하므로 복수명사 narrative 

genres 앞에 쓰인 것은 알맞다.  

❸ 도치된 절이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which appear actors는 which actors appear가 도치된 것으

로, actors appear가 완전한 절이므로 which는 알맞지 않으며, 

the proscenium of a stage를 선행사로 하며 관계사절에서  

부사구 역할을 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which를 on which로 고쳐야 한다.  

④ 동명사의 쓰임을 이해하는가

   filming plays가 주어이고 did not encourage가 동사이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는 알맞다. 

⑤ 동사 seem의 보어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동사 seemed는 주격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므로 suitable은 알맞다.

어휘 담기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game[ɡeim] 일, 사업     recycling[risáikliŋ] 재활용       

adapt[ədǽpt] 각색〔개작〕하다; 적응하다       

respectable[rispéktəbl] 존경할 만한     

novelization[nàvəlaizéiʃən] 소설화       

barbarous[báːrbərəs] 상스러운, 야만적인       

hybrid[háibrid] 혼합, 잡종     potent[póutnt] 유력한, 강력한     

correspond[k�ːrǝspánd] 일치하다, 부합하다     

distinctive[distíŋktiv] 독특한     intervention[ìntərvénʃən] 개입     

mobility[moubíləti] 이동성, 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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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④ 03 ② 04 ④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능동태와 수동태, 「be used + to부정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as의 쓰임

전문해석  언어에 있어서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한 예는 ‘barbarian’

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그리스 어인 이 단

어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변방에 살았던 부족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 그리스 인들은 이 사람들을 바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리

스 인들이 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바바’는 영어 단어

의 ‘멍멍’처럼 개가 짖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리스 어였다. 자민족 중심주

의의 전형적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또한 이해할 수 없었던 개들과 같

은 수준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에스키모’라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지위를 부여했듯이,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지

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인 An example이 발견되는 대상으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

동태 can be found가 쓰였다. 원래 능동태 문장은 We can find 

an example of ethnocentrism in language in the origin 

of the English term barbarian.으로 목적어 an example of 

ethnocentrism in language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문장이 수

동태로 전환된 것이다. 

②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의미로 「be used+ to부정사」 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to refer는 알맞다. 「be used to+ -ing」 구문은 ‘~

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the sound (that〔which〕) a dog makes 구문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되었다.

❹   선행사가 those이고, 뒤에 명사 speech가 나오므로 소유격 대명

사를 대신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다음 두 문

장이 whose에 의해 연결된 것이다. The Greeks, in a classic 

example of ethnocentrism, considered those to be on 

the same level as dogs ~. + They(= The Greeks) could 

not understand their speech. 

⑤   as는 ‘~처럼, ~대로’의 의미로 양태의 접속사로 쓰였다.

어휘 담기  ethnocentrism[èθnouséntrizm] 자민족 중심주의       

origin[ɔ́ː rədʒin] 기원     term[təːrm] 용어, 말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        

tribe[traib] 부족     edge[edʒ] 가장자리, 변두리       

classic[klǽsik] 전형적인     grant[ɡrænt] 승인하다, 인정하다       

status[stéitəs] 지위, 신분     subhuman[sʌ̀bhjúːmən] 인간 이하의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을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명사에 관사나 소유격이 없을 때

②   관계대명사절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이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문장일 때

③   관계대명사 바로 앞·뒤의 명사를 연결하여 소유 관계가 성립할 때

Those students whose names have been called 

will begin their exams. 호명된 학생들은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어법 이것만은 꼭!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접속사 that과 if, 분사구문, 관계부사 why

전문해석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훈련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둘러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대원이 말을 길고 지루하게 하는 

고참 대원에게 인산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참 대원은 인산을 

다룰 때 준수해야 할 안전거리에서부터 역사상 인산이 쓰인 다양한 용

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루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

다. 설명을 마친 후 고참 대원이 질문을 한 대원에게 왜 인산에 대해 물

었느냐고 질문을 했다. 전 그저 그게 “제가 마시고 있는 음료의 성분이

라 궁금했어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정·오답 근거

  (A)   ask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둘 다 취하는 동사이므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접속사 if(~인지 아닌지)

가 알맞다.

(B)   ‘다룰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when + 주어 + handle」을 분사구문 

when handling으로 나타낸 것이다.

(C)   뒤에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알맞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officer launched into a boring explanation [that 

covered everything from the safe distances [that 

needed to be observed when handling the chemical] to 

its various uses throughout history.

어휘 담기  session[séʃən] 기간, 시간       

hazardous[hǽzərdəs] 위험한       

chemical[kémikəl] (pl.) 화학제품〔약품〕       

fire department 소방서       

long-winded[lɔːŋwíndid] 말이 길고 지루한, 장황한      

lieutenant[luːténənt] (소방서의) 부서장 ; 상관 대리       

launch[lɔːnʧ] 개시하다, 시작하다       

ingredient[inɡríːdiənt] 성분, 재료

~에 나서다, ~을 시작하다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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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another의 쓰임, 관계대명사, 전치사 during, 병렬

구조

전문해석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현대의 비행기는 또 다른 현상과 

맞서야 한다. 소리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비행기 주변 기류의 

움직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속도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 조종

사들은 공중전 중에 고속 급강하시 소위 이 장벽에 먼저 맞서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충격파가 조종익면에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조종 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승무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조종사들이 비행기

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적도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비행기) 설계자

들은 주로 군용 비행기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상업적으로도 응

용할 수 있는 초음속 비행 분야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오답 근거

①   ‘또 다른 하나’의 예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another는 

알맞다.

❷   a speed를 선행사로 하며 관계사절에서 부사구 역할을 하는 「전치

사 +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which를 at which로 고

쳐야 한다.

③   특정 기간을 나타낼 때는 during이 적절하다. for 뒤에는 주로 구체

적인 숫자가 명시된다. ex. for two years 2년 동안

④   and에 의해 locking과 병렬연결되므로 leaving은 알맞다.

⑤   but에 의해 앞에 나온 부사구 primarily for military airplanes

와 전치사 with가 이끄는 부사구가 병렬연결되므로 적절하다.

어휘 담기  phenomenon[finámənàn] 현상 ( pl. phenomena)      

contend with (문제 등과) 맞서다, 싸우다     airflow[ԑə́rflòu] 기류     

fighter[fáitər] 전투기; 전사       

run up against ~와 충돌하다, ~와 마주치다      

combat[kəmbǽt] 전투     control surface 조종익면(操縱翼面)      

lock[lak] 작동하지 못하게 하다; 제어 장치를 해 두다       

tackle[tǽkl] (문제 등을) 다루다      

supersonic[sjùːpərsánik] 초음속의      

commercial[kəmə́ː rʃəl] 상업적인     as well 또한

for와 during은 모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 동안’의 의미이다. 

for는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며, 주로 수사나 some, few 등과 함께 

쓰이는 반면, du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He has lived in London for three years. 

그는 런던에서 3년째 살고 있다.

I am always at home during the afternoon. 

나는 오후에는 항상 집에 있다.

어법 이것만은 꼭!  for와 during의 차이

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 what과 which, 분사

전문해석  나일 강은 동아프리카 고지에서 발원하여 현재의 수단과 

이집트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나일강은 오늘날의 카이로 북서

부에서 갈라져 나와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고, 이 삼각주를 지나 지중해

로 흘러든다. 아프리카 남단의 계절적 강우로 인해 나일 강은 매년 이집

트에서 둑을 범람시킨다.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비옥한 흑토가 범람원

을 뒤덮는다. 이런 자연 현상과 이것이 환경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농업에 기반을 둔 성공적 경제를 일구어 낼 수 있었다.

정·오답 근거

(A)   전치사 of의 목적어절을 이끌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B)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계속적 용법의 관

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which가 적절하다. 

(C)   앞에 나온 명사 economy를 수식하는 분사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 

based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originate[ərídʒənèit] 시작하다, 비롯하다     

branch[brænʧ] 갈라지다     delta[déltə] 델타; 삼각주     

empty[émpti] (강이) ~로 흘러 들어가다 (into)     

overflow[òuvərflóu] 범람시키다       

recede[risíːd] 물러나다; 약해지다      

floodplain[flʌd́plèin] 범람원(汎濫原)       

agriculture[ǽɡrikʌ̀lʧər] 농업

11 | 병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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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stop   2  patting  

3  on something else  4  to confirm 

5  the stronger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그 약속은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그만 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 / may be 다음에 to부정사가 이어지는 구문으로 

or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to stop이 알맞다.

2  긁는 습관은 로션으로 문지르거나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

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전치사 with의 목적어로 rubbing과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patting이 알맞다.

3  당신의 관심이 현재의 순간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 쏠리면, 좋은 경

험조차도 다른 것들과 비교하려 할 것이다. / 「not A but B」 구문

으로 A와 B의 문장 성분은 같아야 한다. not 뒤에 전치사구가 왔

으므로 but 뒤에도 전치사구인 on something else가 알맞다.  

4  과학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부정하는 사례를 찾는 것, 즉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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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오히려 그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 「A rather than B」는  ‘B보다는 A’의 

의미로 A와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해야 한다. to falsify a theory

와 rather than 이하가 ways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to부정사 

형태인 to confirm이 알맞다. 

5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그것들은 실제로 더 강해진다. / 「the+ 비교

급, the+ 비교급」 구문으로 the stronger이 알맞다.

 기출 적용 � 정답��③

전문해석  유인 우주 비행 임무가 무인 우주 비행 임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더욱 성공적이다. 로봇과 우주 비행사는 우주 공간에

서 거의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장비들을 정확

하게 조작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에 놓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능하다. 컴퓨터가 동일한 지역적 혹은 환경적 요인들을 다루는 데 있

어서 인간보다 더 섬세하고 정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로봇은 또한 문제

가 발생할 때 인간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종종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수집한다.

정·오답 근거

①   부정대명사 ones가 앞에 나온 명사의 수와 일치하는가 

   ones는 형용사 unmanned의 수식을 받으며 앞에 나온 복수명사 

space missions를 받는 대명사로 쓰였다. 

②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many와 much의 쓰임을 알고 있는가 

   equipment는 집합적인 ‘장비, 설비’의 의미로 셀 수 없는 명사이

기 때문에 양을 나타내는 much는 알맞다. 

❸   병렬구조에서 문법 범주가 동일한 문장 성분이 연결되었는가

   is much more capable of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 operating과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to부정사 to 

place는 동명사 placing으로 고쳐야 한다. 

④   부정어가 문두에 나올 때 주어와 동사의 어순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정어 Rarely가 의미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와 「부정어 + 동

사 + 주어」의 어순으로 쓰였으며, 주어가 a computer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였다.

⑤   접속사 as의 쓰임이 적절한가 

   as가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여 부사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어휘 담기  manned[mænd] 사람이 탑승한, 유인의      

operate[ápǝrèit] 작동하다, 조작하다       

appropriate[ǝpróupriǝt] 적절한      

geographical[dʒìːǝgrǽfikǝl] 지리적인       

capability[kèipǝbílǝti] 능력      

arise[ǝráiz] 일어나다, 발생하다       

irrelevant[irélǝvǝnt] 부적절한

  수능 어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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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⑤ 02 ④ 03 ⑤ 04 ②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간접의문문, 비교급 강조, 과거분사, 주격 관계대명사, 

병렬구조

전문해석  과거에 사람들은 예술이 무엇인지 늘 안다고 생각했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예술을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여러 다른 이유들로 인

해, 금세기의 예술은 훨씬 더 복잡하다. 사람들은 여러 다른 시대와 문

화의 예술에 노출되어 있다. 현대 예술의 많은 부분들은 분류하기가 어

렵다. 그리고 사정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창조되자

마자 사라질 수도 있는 전자 이미지를 포함하여, 몇십 년 전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미디어로 창조되는 예술 작품들까지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확하게 예술이고 아닌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정·오답 근거

①   knew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였다.

②   형용사 complex의 비교급 more complex를 강조하는 부사로 

far가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는 far 이외

에도 much, even, still, a lot 등이 있다.

③   ‘창조된 예술 작품들’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가 알맞다. 

created 앞에 which〔that〕 are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that은 electronic imag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

므로 알맞다.

❺   동사 (are asking)의 목적어로 what exactly art is and isn’t와 

병렬연결되는 간접의문문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인 how they can tell the difference가 알맞다.

어휘 담기  define[difáin] 정의하다       

complex[kəmpléks] 복잡한, 어려운       

expose[ikspóuz] 드러내다, 노출하다       

classify[klǽsəfài] 분류하다, 등급으로 나누다       

to further complicate things 사정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creation[kriéiʃən] 창조, 창작       

it’s no wonder that ~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은 당연하다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재귀대명사, 병렬구조,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

전문해석  시장은 혼잡했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사고, 팔고, 값을 흥

정하거나, 싼 물건을 발견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듯이 보였다. 노

점 주인들은 자기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광고하면서 그

것을 입증하느라 목청껏 소리치고 있었다. 너무 분주해서 아무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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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소년이 어느 노인의 가판에서 바나나 한 다발을 훔쳐 사람들 속으

로 달아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노인이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곧 몇몇 사람들이 그 소년을 뒤쫓았다.

정·오답 근거

(A)   주어인 people과 목적어가 일치하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적절하다.

(B)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동사구 were advertising과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shouting이 알맞다. 

(C)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원형부정사 / 현재분사)」 로 steal이나 

stealing이 와야 적절하다. 현재분사일 경우 진행의 의미가 강하다.

어휘 담기  (the) market place 시장, 장터       

bargain[báːrgən] 싼 물건, 특가품       

stand[stænd] 노점 ; 가판대, 좌판       

advertise[ǽdvərtàiz] 광고하다, 선전하다       

ware[wɛər] 물품, 제품     a bunch of 한 다발의       

dash off (급히) 서둘러 가다     in pursuit of ~을 추격하여

03���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수동태, 병렬구조, 동명사, 분사

전문해석  생태 관광은 때때로 자연관광으로 일컬어진다. 그것은 경

관, 식물, 동물 그리고 문화적 명소를 연구하고, 감탄하며 바라보며 즐

기기 위한 비교적 조용하고 역사적인 지역으로의 여행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것은 원래 개발도상국에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둘 다를 장려

하는 수단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러한 나라들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열대 지역에 있다. 생태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 활동을 도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함으로써 

환경적 책임감과 교육을 장려하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정·오답 근거

①   능동형인 「refer to A as B」를 수동형인 「A is referred to as B」로 

나타낸 것으로 쓰임이 적절하다.

②   to study, (to) admire, and (to) enjoy로 병렬연결된 문장이다.

③   promoting 이하는 전치사 of에 의해 a means와 동격을 이루는 

동명사로 적절하다.

④   containing 이하는 tropical regions를 수식하는 분사구로 

which contain으로 나타낼 수 있다.

❺   to give는 as well as에 의해 by enabling과 병렬연결되므로 

(by) giving의 형태가 되어야 알맞다.

어휘 담기  ecotourism[ékoutùərizm] 생태 관광      

relatively[rélətivli] 비교적       

undisturbed[ʌ̀ndistə́ː rbd]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historical[histɔ́ː rikəl] 역사 (상)의, 역사적인       

attraction[ətrǽkʃən] 흥미거리, 매력       

advocate[ǽdvəkèit] 옹호〔변호〕하다, 지지하다       

means[miːnz] 방법, 수단     conservation[kànsərvéiʃən] 보호, 보존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전치사 of가 동격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 ~이라는, ~인’이라고 

해석한다. 

It was originally advocated as a means of promoting 

both con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그것은 원래 개발도상국에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둘 다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지지를 받았다.

Swimming is an ideal way of spending a hot summer 

afternoon. 수영은 더운 여름의 오후를 보내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어법 이것만은 꼭!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of

04���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수 일치

전문해석  당신이 아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과의 시간 중에 전화를 받는 것은 가족 전부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

지를 보내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 메시지는 나에게

는 이 전화를 받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는 것이다. 아주 끔찍하지 않은가? 우리 가족은 함께 독서를 하거나 놀

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

이 내가 아이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식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사실상 전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 동사 sends와 병렬연결되고, 주어가 동명

사구 (answering ~ time)이므로 단수동사 is가 적절하다.

(B)   비교급 구문에서 to answer this call과 비교되고 있으므로 than 

뒤에도 문법 범주가 같은 to부정사구 to sit with you right now가 

적절하다.

(C)   to부정사구 not to answer it은 주어 my decision을 수식하며, 

주어가 단수이므로 단수동사인 doesn’t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t is more important for me to answer this call than to 

sit with you right now 

▶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는 to부정사구이다. important가 일반 형용사

이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me가 쓰였다. 비교구문에서 비교 대상

이 병렬연결되어야 하므로 to부정사구 to sit with you right now가 

than 다음에 이어진 것이다.

어휘 담기  hurtful[hə́ː rtfəl] 상처를 주는, 해로운       

entire[intáiər] 전체의       

가주어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진주어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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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espectful[dìsrispéktfl] 실례되는, 무례한       

pretty[príti] 아주, 꽤     scary[skԑə̀ri] 두려운, 무서운     

practically[prǽktikəliː] 사실상     live on ~으로 먹고 살다

12 | 강조, 도치, 생략 등 

p  60 ~ 61

1  what the meaning of this is  2  It   

3  was a framed quotation   4  Not all authors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이것에 관한 법은 이것이 실재하는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를 고려한다. /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이다.

2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해주는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 「It is ~ that」 강조 구문이므로 It이 알맞다.

3  우리 집 식당 벽에 걸려 있는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길가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 주

세요.” / 부사구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부사구 + 동사 + 주어」

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4  모든 작가들이 극장의 관객들이 저절로 그들의 연극을 의도된 방

식대로 이해할 거라고 믿지는 않았다. / ‘모두가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의 「not + all」 부분부정 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부정어 

not이 all authors 앞에 와야 한다.

 기출 적용 � 정답��①

전문해석  연구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두 휴대전

화 회사를 조사했다. 한 회사는 ‘기술 선반 ’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

다. 그것은 소규모 집단의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기술 

선반에는 앞으로 다른 팀이 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한 기술적인 해법들

이 있었다. 그 회사는 또한 판매원들과 디자이너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

는 기술자들 간의 제약이 없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업 단위 간의 

경계는 일부러 불명확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감을 얻기 위

해서는 기술적인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회

사는 그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다 명료하고 질

서 있게 일을 진행했다. 각기 다른 부서들은 각자의 영역을 보호했다. 개

인과 팀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 두 회사는 결국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후자의 회사가 전자의 회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오답 근거

❶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가

   on which는 부사구이며,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possible 

technical solutions로 복수이므로 단수동사 was는 복수동사 

were로 고쳐야 한다.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선행사인 

a ‘technology shelf’를 주어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② 대명사의 소유격이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its는 One company를 지칭하는 소유격이므로 적절하다. 

③ to부정사의 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to get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④ 분사구문의 구조를 파악했는가

   divid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as it(= the other company) 

divided the problem into its parts가 분사구문이 된 것이다.  

⑤ 강조의 do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가

   solve를 강조하기 위해 조동사 did를 써서 did solve로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어휘 담기  open-ended[òupənéndid] 제약〔제한〕을 두지 않는  

conversation[kànvərséiʃən] 대화     boundary[báundəri] 경계      

deliberately[dilíbərətli] 의도적으로       

ambiguous[æmbíɡjuəs] 분명치 않은, 모호한       

clarity[klǽrəti] 명확성, 명료성       

discipline[dísəplin] 훈련, 단련; 질서      

territory[térətɔ̀ː ri] 영역, 분야

  수능 어법 완성  

12 | 강조, 도치, 생략 등 p  62 ~ 63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강조구문, 삽입구, 생략, 간접의문문, 병렬구조

전문해석  대부분의 두통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걱정과 긴장이다. 일

상에서의 긴장과 걱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도대

체 무엇이 긴장을 초래하는 지를 알아내라. 그것은 기분 혹은 감정에 의

해 생길 수 있다. 당신은 고용주, 이웃, 가장 친한 친구, 학교 친구 또는 

가족들과 사이가 좋은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다음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라. 걷기, 달리기, 수영 또는 그 밖에 당신의 나이

에 적합한 어떤 활동이라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당신의 생활방식을 살펴봐라. 스스로에게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를 물어 봐라. 긴장을 푸는 비결을 배워라. 어둡고 조용한 방에 누워서 

몇 차례 느린 심호흡을 하면서 최대한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하라.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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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①   「It is ~ that ...」 강조구문이므로 that은 적절하다. 

②   in the world는 삽입구로 ‘도대체’라는 강조의 의미이다.

③   If not은 앞 문장의 부정형, 즉 If you are not on good terms 

with ~ family의 생략형이다. 

❹   동사 (Ask)의 직접목적어에 해당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where are you going은 

where you are going으로 고쳐야 알맞다. 

⑤   relax as much는 동사 Lie down과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동사 

원형인 relax가 쓰였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as possible에 호응

하는 as much는 알맞다.

어휘 담기  tension[ténʃən] 긴장       

on good terms with ~와 사이가 좋은       

suitable[súːtəbl] 적당한, 적절한       

relaxation[rìːlækséiʃən] 경감, 완화       

muscle[mʌsl] 근육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 ： 의문사 + 주어  + 동사

 I know what she wants.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2.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 ： if〔whether〕 + 주어 + 동사

 if〔whether〕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이다.

 I don’t know if I can help him.   

 나는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3.   주절에 think, guess, believe, suppose, imagine 등의 동사가 

올 때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

 Do you think when they arrive? (×)

 When do you think they arrive? (◯)    

 너는 그들이 언제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니?

어법 이것만은 꼭!  간접의문문의 어순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분사, 관계부사절, 「so + 동사 + 주어」

전문해석  우리 소방차가 화재가 난 집에 멈춰 섰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서 창가에 앉아 있는 한 부인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내려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양반, 난 내가 있는 바로 이

곳에 있을래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부인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거부했다. 그때 나는 “음, 부인께서 계속 계시겠다면, 저도 그렇

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인은 즉시 내 손을 잡았고 길을 안내하

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 부인에게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 물었다. 부인은 

“우리 집은 손님을 맞이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라고 대답

했다.

정·오답 근거

(A)    「find + 목적어(a woman) + 목적격보어(seated)」의 5형식 문장

이다. 능동형 seating은 ‘~을 앉히다’의 의미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므로, 수동형 (being) seated가 알맞다. 

(B)   ‘내가 있는 곳에’라는 의미의 관계부사절이므로, where I am이 

알맞다.

(C)   ‘나도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so + 동사 + 주어」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앞에 be동사 are가 쓰였으므로 so am I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Climbing up a ladder to the second floor and finding a 

woman seated by the window, I told her to come down 

with me. 
▶ 분사구문 Climbing과 finding 이하가 and에 의해 병렬연결되었다.

어휘 담기  fire engine 소방차     pull up to (~에 차를) 세우다     

convince[kənvíns] 설득하다 ; 확신시키다       

refuse[rifjúːz] 거절하다, 거부하다     instantly[ínstəntli] 즉시, 즉각      

company[kʌ́mpəni] 손님; 회사; 동료

03���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상관접속사, 과거분사,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 to부

정사의 부정, 도치구문

전문해석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게 분명해

졌을 때, Webster는 경보 버튼을 찾았다. 설상가상으로, 불도 꺼져 버

렸다. 그는 성냥불을 켜고 ‘경보’라는 말이 쓰여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

다. 잠시 후에 그는 누군가 그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 남자는 자

기가 곧 엘리베이터를 다시 작동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

했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오답 근거

①   ‘A도 B도 아닌’의 의미인 「neither A nor B」 구문에서 A에 부사 

up이 쓰였으므로 B에도 부사인 down이 적절하다. 

②  명사구(the word alarm)를 수식하며 수동의 관계이므로 (which 

was) written은 적절하다. 

③  「지각동사 (heard)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형태로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 (shout)나 현재분사 (shouting)가 와야 적절하다. 

④  to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부정어인 not이 to부정사 앞에 위치한다.

❺  부정의 부사구(No sooner)가 문장 앞에 나왔으므로 「(조)동사 +  

주어」로 도치가 되어 had he lit가 되어야 알맞다.

어휘 담기  alarm button 경보 버튼      

miserable[mízərəbl] 비참한     shout[ʃaut]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light a match 성냥을 켜다     sigh[sai] 한숨; 탄식  

incident[ínsədənt] (특이하거나 불쾌한) 일〔사건〕

= When I climbed up ~ and f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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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 부정대명사, 가정법의 if 생략

전문해석  나는 쇼핑몰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주차 공간을 두고 말다

툼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 그 특정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우기고 있었다. 내가 쇼핑을 마치고 자동차

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며 서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100야드도 채 안 되는 곳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다툼의 본질을 이해할 만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시작되기도 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지각동사 (observed) + 목적어(two men) + 원형부정사 / 현재분사

(arguing)」 구문이므로 to argue는 적절하지 않다.

(B)   둘 중 나머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the other가 적절하다.

(C)   가정법 과거완료의 조건절 If either of them had had the 

wisdom ~에서 If가 생략되어 「(조)동사 + 주어」로 도치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Had either of them had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observe[əbzə́ː rv] 관찰하다, 주시〔주목〕하다      

parking place 주차 공간     yell[jel]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       

scream[skriːm] 소리치다, 악을 쓰다        

be entitled to ~의〔할〕 권리〔자격〕가 있다      

unbelievably[ʌ̀nbilíːvəbli] 믿을 수 없게, 거짓말 같이      

conflict[kánflikt] 다툼, 논쟁; (마음의) 갈등       

resolve[rizálv] 풀다, 해결하다

가정법의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If it were not for modern technology, I would not be 

able to learn Chinese. 

현대 기술이 없다면, 나는 중국어를 배울 수 없을 것이다.

=   Were it not for modern technology, I would not be 

able to learn Chinese.

If it had not been for you, my little girl would have 

drowned. 당신이 없었다면, 나의 어린 딸은 익사했을 것이다.

=   Had it not been for you, my little girl would have 

drowned.

어법 이것만은 꼭!  if의 생략

  수능 Mid Test 03 
p  64 ~ 67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부분 부정, 관계대명사 what, 강조 용법

전문해석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훌륭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소한 배역만을 맡아 노래를 불러온 한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를 

알고 있다. “저는 저녁 공연 전부가 내게 달려 있고, 관객들이 내 노래의 

음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주역의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아

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여가수, 그리고 그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겁쟁이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는 정말 실패했을 때 생길 법한 

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로 실패할 경우 

정확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신중히 고

려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정·오답 근거

①   선행사 an opera soprano를 who가 이끄는 두 개의 관계절이 접

속사 but으로 연결되어 수식하는 형태이므로 but who는 적절하다.

❷   앞에 제시된 분사구 depending on me와 병렬구조로 연결되므로 

분사구 listening to가 되어야 알맞다. 

③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분 

부정 표현이다.

④   what(= the thing(s) which)은 선행사를 포함한 주격 관계대명사 

이다.

⑤   대동사 did를 이용하여 failed라는 동사를 강조한 것이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요지로는 ‘실패에 대비하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 know an opera soprano [who has a splendid voice 

and is a fine actress], but [who has sung only the 

smallest roles]. 
▶ 선행사 an opera soprano를 접속사 but으로 연결된 두 개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구조이다.

어휘 담기  soprano[səprǽnou] 소프라노; 소프라노 가수     

splendid[spléndid] 화려한, 멋진     role[roul] 역할, 배역     

note[nout] 음, 음색, 음조     cowardly[káuərdli] 겁이 많은, 비겁한      

think through (해결·결론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생각하다      

high performer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by contrast 대조적으로     take risks 위험을 무릅쓰다

02���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이중소유격, such의 용법,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  

+ 형용사」

선행사 관계대명사절 1

관계대명사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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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해석  나는 이동 주택 자동차를 갖는 것을 꿈꿨던 내 친구를 만났

다. 그는 가족들을 태우고 전국을 여행하는 게 얼마나 신날지 꿈꿨었다. 

그러나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여섯 명의 모든 가족들과 (이동 주택 버스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싸우고, 사적인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밤새 

울던 것 등의 첫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는 아주 겸허히 이동 주택 자동

차를 안 샀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상은 멋지지만, 현실

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오답 근거

(A)   이중소유격으로 a friend of mine이 알맞다. my a friend처럼 

관사 (a)와 소유격 (my)은 함께 쓸 수 없다.

(B)   문맥상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의 의미이므로 such가 알맞다. that

은 이어지는 a small space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C)   - th 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므로 

something quite different가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④

이동 주택 자동차에 대한 환상이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깨닫고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regretful(후

회하는)’이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But after his first experience with all six of his family 

members in such a small space ― (complete with 

fighting, lack of privacy, babies crying all night, and 

other things) ― he very humbly wished that he had 

never bought it. 
▶ complete ~ things는 his first experience를 보충 설명하며 생략  

가능하다. 전치사  (with)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 등의 명사 상당어구가 온다.

어휘 담기  own[oun] 소유하다       

motor home (여행·캠프용 주거 기능을 갖춘) 이동 주택 자동차     

fantasize[fǽntəsàiz] 꿈에 그리다, 공상에 빠지다      

pack up (사람을) 꽉 채우다, 채워 넣다     privacy[práivəsi] 사생활     

humbly[hʌ́mbli] 겸손하게; 초라하게       

fantasy[fǽntəsi] 공상, 환상, 상상

03���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접속사의 쓰임, 병렬구조 

전문해석  당신의 11월 7일자 편지에 감사드리며, 그것에 대해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답장을 씁니다. 당신은 분명 제 남편이 한 달 전쯤에 

심하게 아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군요. 이제는 남편이 많이 나아

졌지만, 의사는 그에게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남편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하와이로 

떠나서 아마도 2월 중순은 되어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의 

who were 생략

가정법 과거완료(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 후회)

친절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어 유감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고, 봄에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오답 근거

①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콤마 (,) 뒤에 알맞게 쓰였다.

❷   동사 (have not heard)의 목적어로 절(주어 + 동사)이 이어진 형태

이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와야 한다. 대명사 it은 접속

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③   as soon as는 절(주어 + 동사)을 이끄는 접속사로 the moment 

또는 immediately의 의미로 알맞게 쓰였다. 

④   that은 동사 (regret)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알맞게 쓰였다.

⑤   to say는 asked me에 이어진 to send와 and로 병렬연결되었

으므로 알맞게 쓰였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남편의 건강과 여행 일정을 이유로 상대방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to decline)’ 있다.

어휘 담기  on behalf of ~을 대신하여      

apparently[əpǽrəntli] 분명히, 명백히       

seriously[síəriəsli] 심하게 ; 진지하게 

order[ɔ́ː rdər] 명령하다, 지시하다       

complete[kəmplíːt] 완전한, 완성된 

accept one’s invitation to ~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다      

send one’s best wishes to  ~에게 안부를 전하다

04���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분사구문, 접속사 that,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 년에 세 번쯤 감기에 걸리는데, 매

번 사흘 내지 열흘간 지속된다. 아주 운이 좋은 몇몇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겠지만, 보통의 미국인들은 일 년에 일주일은 이 질환으로 인

해 결근하게 된다. 이것은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미국 경제도 그만큼 

침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사회가 감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인건비

는 매년 19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에 수억 달러의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다른 질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자주 걸리는 이 질병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법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애석하게도 의사들

은 인정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동사 lasts가 쓰이면 절과 절이 연결부사나 접속사 없이 이어지게 

되므로 틀린 문장이 된다. 즉, 여기서 each는 분사 lasting의 의

미상 주어에 해당한다.

(B)   이어지는 절이 완전한 문장이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C)   콤마를 사이로 두 개의 절이 연결되려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it이 쓰일 경우 연결부사나 접속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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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⑤�

이 글은 ‘감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관한 내용이다.

어휘 담기  last[læst] 계속되다, 지속되다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     sneeze[sniːz] 재채기하다       

catch a chill 오싹해지다, 추위를 느끼다       

estimate[éstəmèit] 추산〔추정〕하다       

annually[ǽnjuəli] 매년, 일 년에 한 번       

ease[iːz] 진정시키다, 완화시키다

05���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병렬구조, 전치사의 목적어,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전문해석  수영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것은 적절한 호흡이다. 수영하

는 사람은 입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이나 코 또는 둘 다를 이용해 

숨을 내쉰다. 코치는 종종 수강생들에게 숨을 깊고 빠르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라고 가르친다. 수영하는 사람은 허리 정도 깊이의 물에 들

어가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얼굴이 물에 잠길 때까지 몸을 앞으로 숙

여서 연습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수영하는 사람은 10까지 (숫자를) 세

고 머리를 들어 숨을 내쉰다. 수영하는 사람은 수중에서 눈을 뜨고 거품

을 지켜보면서 숨을 내쉬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수영하는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 입을 수면 위에 오게 한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가 A vital task이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is가 적절하다.

②   to inhale과 and로 병렬연결되어 있으므로 to부정사 형태인 to 

exhale은 적절하다.

③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동명사 형태인 entering은  

알맞게 쓰였다.

❹   전치사 by의 목적어 entering, bending과 병렬연결되므로 동명사 

inhaling으로 고쳐야 알맞다.

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에 해당하며,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의 의미이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이 글은 수영을 배우는 데 필수적인 ‘호흡법’을 설명한 글이다.

어휘 담기  vital[váitl] 필수적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inhale[inhéil] 숨을 들이마시다       

exhale[ekshéil] 내쉬다, 내뿜다     instruct[instrʌ́kt] 가르치다     

pupil[pjúːpəl] 학생, 제자     submerge[səbmə́ː rdʒ] 물 속에 잠기다     

bubble[bʌbl] 거품, 기포

06���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 what, 소유격, 현재완료시제

전문해석  달러, 엔, 페소, 리얄, 파운드는 ‘화폐’라는 동일한 것을 지

칭하는 서로 다른 어휘이다. 화폐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모든 나

라에는 각국만의 화폐 형태, 즉 통화가 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모양

과 크기, 색상과 무게를 지닌다. 사람들은 화폐를 지불의 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품목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사고파는 것은 매우 오

래된 관습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역사상 많이 변화해 왔다.

정·오답 근거

(A)   관계절의 동사 us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앞에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B)   Every country를 지칭하므로, 소유격 its가 적절하다. every, 

each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한다. 

(C)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throughout history)가 쓰였으므로,  

현재완료시제 (has changed)가 적절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폐가 역사상 많이 변화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 다음에 ‘화폐의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어휘 담기  yen[jen] 엔 (일본의 화폐 단위)       

peso[péisou] 페소 (스페인 및 남미, 필리핀의 화폐 단위)       

riyal[rijɔ́ː l] 리얄 (사우디 아라비아의 화폐 단위)       

currency[kə́ː rənsi] 통화     payment[péimənt] 지불       

sell A for money 돈을 받고 A를 팔다     custom[kʌ́stəm] 관습     

문법적으로 대등한 낱말과 낱말, 구와 구, 절과 절이 등위접속사 

(and, or, but 등)에 의해 연결된 구조를 의미한다. 

Democracy i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이다.

An actor is a person who acts on the stage, on TV or 

in films. 배우는 무대나 TV 또는 영화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다. 

어법 이것만은 꼭!  등위접속사에 의한 병렬구조

07���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관사, 병렬구조, 수 일치, 부가의문문, 전치사 for

전문해석  내 여동생 Mary는 겨우 여덟 살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식

사로 우유를 마신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Mary에게 “우유 한 병을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 넣어 5분 동안 거기에 담가 두렴. 5분이면 충분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 때 Mary는 그 우유를 가져왔다. 

우리는 그 우유가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 없었다. 어머니는 “Mary, 우

유가 왜 이렇게 뜨겁니? 5분이면 우유 한 병을 데우기에 충분하다고 엄

마가 말했잖니? ”라고 말씀하셨다. Mary는 “하지만, 엄마, 우유가 세 

병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뜨거운 물 속에 15분 동안 담가둔 거예요.”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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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①   ‘아침 식사로’라는 의미이므로 for breakfast가 적절하다. 일반적

으로 식사명 (breakfast)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②   keep it ~은 Take a bottle of milk, put it into hot water와 병

렬구조로 연결된 명령문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③   시간 (five minutes)은 형태상 복수라고 해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아 단수 취급하므로 was가 적절하다. 

❹   I told you that ~에 대한 부가의문문이므로 wasn’t I가 아니라 

didn’t I가 되어야 적절하다. 

⑤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지므로 전치사 for는 

알맞다. during은 특정한 일이 일어난 때를 나타낼 경우에 쓴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⑤� 

우유가 3병이라 5분이 아닌 15분 동안 담가놓았다는 어린 딸의 말에 

어머니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우스웠을(embarrassed and amused)’ 

것이다.

어휘 담기  put A into B A를 B에 넣다       

enough[inʌ́f] 충분한     a bottle of milk 우유 한 병     

quarter[kwɔ́ː rtər] 4분의 1 ; 15분

08���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보어로 쓰인 형용사, 「so+ 동사 + 주어」, 조건절의 시제

전문해석  오르막길로 차를 밀어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

을 것이다. 쉬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차를 밀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아마 차가 언덕 아래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또 다시 밀어올리기 시작해야만 한다. 일이 그렇고, 공

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어제 많이 했다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일단 가속도가 떨어지면 지난날 

했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을 목표로 이끄

는 경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A)   주격보어에 해당하므로 형용사 hard가 적절하다. hardly는 ‘거의 

~ 않다’는 의미의 부사이다.

(B)   Studying is like that, too.를 의미하므로 부사 So가 문장 앞에 

오면, 「동사 +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된다. 따라서 So is studying이 

적절하다.

(C)   조건절(Once ~)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고, 주어 

your momentum과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is gone이 적절

하다.

플러스 독해 충전 ���정답��②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ough you can stop for a rest, you must finish the 
비록 ~일지라도 명령문

job, or chances are, your car will slide all the way 

back to the bottom of the hill. 
▶ ‘비록 ~일지라도’의 의미인 접속사 Though가 이끄는 양보절 뒤에 명

령문과 종속절이 이어진 구문이다. 명령문 다음의 or은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notice[nóutis] 알다 ; 알아채다       

uphill[ʌp̀híl] 오르막길로, 언덕 위로     chances are 아마 ~일 것이다     

slide[slaid] 미끄러지다     momentum[mouméntəm] 가속도, 탄력      

off the track (경로에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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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apt 2  affect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장미 산업은 시장의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해야만 한다. / adopt 

[ədá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의 의미이며, adapt[ədǽpt]는 

‘적응하다’의 의미이다. 

2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affect[əfékt]는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이

며, effect[ifékt]는 ‘결과, 효과; (결과를) 가져오다’의 의미이다.

 기출 적용 � 정답��④

전문해석  사람들이 저장된 씨앗 종자를 일부러 심기 시작했을 때, 그

들은 또한 자신들의 식물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들 식용 식물

이 겪는 진화적 압박을 변화시켰는데, 더 이상 그것들이 자연환경 속에

서 살아 남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그것

들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고, 자연이 이전에 선택했던 것과는 다

른 특징들을 선택했다.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굴된 씨앗들은 농부들이 

더 큰 씨앗과 더 얇은 껍질을 선택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두꺼운 

껍질은 흔히 씨앗이 자연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데, 많은 야생

식물의 씨앗이 겨울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달 동안 휴

면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관리 하에서 두꺼운 씨

앗 껍질은 불필요한데, 농부들이 수분과 포식자를 피해서 씨앗을 저장

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넘겨받기) 때문이다. 사실, 더 얇은 껍질을 가

진 씨앗은 먹거나 가루로 가공하기가 더 수월하고, 파종되었을 때 묘목

이 더 빠르게 싹이 트도록 해주기 때문에 선호되었다.

정·오답 근거

①   사람이 식물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식물이 자연환경에서 살아 남

기 위해 겪는 진화적 ‘압박’을 변화시켰다는 의미이므로 pressure

아마 ~일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



40  정답과 해설·채움

는 적절하다. 

②   앞 부분에서 사람이 자연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고, 뒷 부분에

서 야생 상태에서는 두꺼운 껍질이 필요했다고 했으므로 농부들이 

‘더 얇은(thinner)’ 껍질을 선택했다는 흐름은 적절하다. 

③   야생식물의 씨앗은 겨울 동안 휴면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꺼운 

껍질이 ‘필수적(essential)’이라는 흐름은 적절하다.

❹   야생 상태와는 달리 인간의 관리 하에서 두꺼운 씨앗 껍질이 불필요

한 이유는 농부들이 수분과 포식자를 피해 씨앗을 저장하는 책임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vade(회피하다)를 ‘넘겨받다’라는 

의미의 take over로 고쳐야 한다.

⑤   먹거나 가루로 가공하기에 더 수월하고 묘목이 더 빠르게 싹이 트기 

때문에 더 얇은 껍질을 가진 씨앗이 ‘선호된다’는 의미이므로 

preferred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seed stock 씨앗 종자       

deliberately[dilíbərətli] 의도적으로, 일부러      

archaeological[àːrkiəládʒikəl] 고고학의       

dormant[dɔ́ː rmənt] 휴면기의, 활동〔성장〕을 중단한       

set in 시작하다〔되다〕     seedling[síːdliŋ] 묘목      

sprout[spraut] 발아하다, 싹이 나다

  수능 어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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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 02 ② 03 ① 04 ②

01���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미신은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신은 고대 원시 종교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초기 미신들의 한 

예는 나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나무와 같

은 모든 자연 사물에는 특정한 신이 존재한다는 원시 신앙을 반영한다. 

또 다른 자연 물질인 소금이 엎질러졌을 경우에는 불운을 의미했는데, 

이는 수 세기 동안 소금이 겨울에 육류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A)   reason은 ‘이유’라는 의미 외에도 ‘이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어지는 논리(logic)와 의미가 통해야 하므로 ‘이성’을 뜻하는 

reason이 알맞다. cause는 ‘원인’의 의미이다.

(B)   원시적인 믿음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reflects가 

알맞다. refract는 ‘굴절시키다’의 의미이다.

(C)   육류를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preserving이 

알맞다. persevere는 ‘목적을 관찰하다; 인내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superstition[sùːpərstíʃən] 미신     logic[ládʒik] 논리      

originate[ərídʒənèit] 비롯되다, 유래하다       

primitive[prímətiv] 원시의     religion[rilídʒən] 종교       

inhabit[inhǽbit] 거주하다; ~에 존재하다〔깃들다〕 

particular[pərtíkjulər] 특정한, 특별한      

signify[síɡnəfài] 의미하다, 상징하다

02���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세계의 거대 운하 중 하나는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자연은 중국인들에게 남부의 비옥한 땅에서 북부의 메마른 지

역으로 상품을 수송하는 길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Tai 

Hu 호에서 양쯔강까지 90마일의 운하를 팠다. 7세기가 더 지나서 수

나라는 농부들에게 명령하여 운하를 넓히고 깊게 한 후 그것을 따라 바

위를 일렬로 세워서 더 이상 토사로 인해 메워지지 않도록 했다. 그것은

(운하는) 결국 1,200마일로 연장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용된다.

정·오답 근거

(A)   땅을 묘사하는 말로 arid(메마른)과 대조되는 fertile(비옥한)이 알

맞다. futile은 ‘쓸데없는, 무익한’의 의미이다.

(B)   수나라가 농부들에게 ‘명령하여’ 운하를 넓히고 깊게 한 것이므로 

commanded가 알맞다. comment는 ‘논평하다, 비평하다’의 의

미이다.

(C)   문맥상 대운하가 1,200마일로 ‘연장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extended가 적절하다. expend는 ‘지출하다, 소비하다’의 의

미이다.

어휘 담기  canal[kənǽl] 운하       

date back to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transport[trænspɔ́ː rt] 수송하다, 운반하다       

region[ríːdʒən] 지역, 지대     the Sui Dynasty 수나라     

peasant[péznt] 농부     line[lain] 일렬로 세우다, ~을 따라 늘어서다      

choke[ʧouk] 막다, 메우다      

silt[silt] 토사, 세사 (물에 쓸려 와서 강어구 등에 쌓이는 가는 모래·진흙 등)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당신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명시적 기억을 사용

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지난 휴가에 대해 묻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기억하려고 시도할 때, 당신은 명시적 기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면, 당신

은 정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각해 내려고 명시적 기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므로 consciously가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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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isely는 ‘간결하게, 간소하게’의 의미이다. 

(B)   기억하려고 ‘시도하다’의 의미이므로 attempt가 알맞다. tempt는 

‘유혹하다’의 의미이다. 

(C)   문맥상 정보를 생각해 낸다는 내용이므로 ‘생각해 내다; 되찾아오

다’의 의미인 retrieve가 알맞다. contrive는 ‘연구하다, 고안하다’

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make use of ~을 이용하다       

explicit[iksplísit] 명백한, 명시적인     aware[əwԑə́r] 알고 있는

04���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불을 피우는 것은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원시시대 사람들은 파편(→ 마찰)으로 인해 불꽃이 일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를 아주 빠르게 서로 문질러서 불을 피웠다. 그 불꽃은 불

쏘시개라고 하는 마른 재료에 불을 붙게 했다. 이후에는 불꽃을 일게 하

기 위해 부싯돌과 쇠붙이를 서로 부딪치는 것이 나뭇가지를 대신했다. 

불을 피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불씨가 살아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집안일이었다. 흔히 이웃에서 숯을 빌려오는 것이 새 불을 

피우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빨랐다. 부싯돌과 쇠붙이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 글을 썼던 예전의 작가들에 의하면, 그 과정이 30분이나 걸릴 때

도 종종 있었다. 1844년 스웨덴에서 성냥이 발명된 후 성냥으로의 전

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오답 근거

①   이어지는 내용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원시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려

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difficult는 적절하다. 

❷   ‘마찰’로 인해 불이 붙을 때까지 마른 나뭇가지를 서로 아주 빠르게 

문질렀다는 내용이므로 friction이 되어야 한다. fraction은 ‘파편’

을 의미한다. 또한 문지르는 행위(rubbing)가 곧 ‘마찰’을 의미하므

로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③   부싯돌과 쇠붙이를 부딪쳐서 불꽃을 일게 하는 것이 나뭇가지를 ‘대

신했다’는 의미이므로 replaced는 적절하다.

④   불을 피우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새 불을 피우는 것보다 이

웃에서 숯을 빌려오는 것이 ‘더 빨랐다’는 의미이므로 faster는 적

절하다.

⑤   불을 피우는 일에 있어서 성냥의 발명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이므로 easier는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Changing to matches [after they were invented in 

Sweden in 1844] / made life easier for many people.

▶ after가 이끄는 부사절은 (being) invented in Sweden in 1844로 

바꿔쓸 수 있고, made life easier는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구문

으로 ‘삶을 더 편하게 만들었다’의 의미이다. 

주어 부사절

동사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

어휘 담기  rub[rʌb] 문지르다, 맞비비다       

fraction[frǽkʃən] 파편; 부분, 일부     spark[spaːrk] 불꽃, 불똥     

ignite[iɡnáit]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flint[flint] 부싯돌    

match[mæʧ] 성냥 

14 | 파생어 

p  72~ 73

1  confidential  2  considerable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 / confident 

[kánfədənt]는 ‘확신하는, 자신 있는’의 의미이며, confidential 

[kànfədénʃəl]은 ‘기밀의, 비밀의’라는 의미이다.

2  문화들 간에 시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considerable[kənsídərəbl]은 ‘상당한, 적지 않은’의 의미이며, 

considerate[kənsídərət]는 ‘사려 깊은, 배려하는’의 의미 

이다.

 기출 적용 � 정답��②

전문해석  걱정은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빗나간 유용한 반응이자,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지나치게 열성적인 정신적 준비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인 예행연습

이 주의를 빼앗아 가는 진부한 일상에 갇히면, 다른 곳에 집중하려는 온

갖 시도를 방해하는 파멸적인 인지적 정지 상태가 된다. 걱정은 지적 능

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항공 교통 관제사와 같이 복잡하고 지적으

로 힘들며 압박이 심한 업무에서 만성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훈련이나 실전에서 실패할 것임을 거의 정확히 예측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훈련을 받는 1,790명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밝

혀진 바와 같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지능 검사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걱정은 또한 모든 종류의 학업을 

방해한다. 3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126가지의 다른 연구는 걱정

을 하기 쉬운 사람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더 부진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정·오답 근거

(A)   지나친 걱정은 지적 능력을 약화시킬만큼, ‘파멸적인’ 인지적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disastrous가 적절하다. constructive는 

‘건설적인’이라는 의미이다.

(B)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더 우수한 ’ 성적을 받았음에도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이므로, superior가 적절하다. inferior

는 ‘더 열등한 ’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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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업 성취도가 더 부진한 것은 걱정을 ‘하기 쉬운’ 사람이므로, 

prone이 적절하다. resistant는 ‘저항하는; 저항력이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어휘 담기  zealous[zéləs] 열광적인, 열성적인      

cognitive[káɡnətiv] 인식의     static[stǽtik] 공전 상태, 정지 상태     

stale[steil] (같은 일을 너무 오래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맥이 빠지는〕; 진부한     

intrude on ~에 끼어들다, 방해하다      

demanding[dimǽndiŋ] 지나친 요구를 하는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 교통 관제사      

chronically[kránikəli] 만성적으로       

sabotage[sǽbətàːʒ] (고의로) 방해하다

  수능 어휘 완성  

14 | 파생어 p  74 ~ 75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1���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두 개 언어를 구사하는 많은 아이들이 각각의 언어를 똑같

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개 언어를 구

사하는 아이들은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또래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배적인 언어를 배운다. 한 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10대나 

성인보다 외국어 학습에 더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두 개 언어

를 습득하는 것은 언어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 외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지배적인 문화권 외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정·오답 근거

(A)   ‘또래 아이들’ 혹은 ‘동료’를 의미하므로 peers가 알맞다. pier은 

‘부두’의 의미로 문맥상 어색하다.

(B)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을 의미하므로 exposed가 적절하다. 

impose는 ‘부과하다, 지우다’의 의미이다.

(C)   언어를 ‘배우다’ 혹은 ‘습득하다’는 의미이므로 acquiring이 알맞다. 

inquire는 ‘묻다, 질문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bilingual[bailíŋɡwəl] 두 개 언어를 할 줄 아는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dominant[dámənənt] 지배적인, 주요한     

monolingual[mànəlíŋɡwəl]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capacity[kəpǽsəti] 능력 ; 수용력

02���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모든 형태의 관광은 환경과 지역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

지만, 지역의 문화 유산, 역사적 장소, 특색 있는 건축 양식, 지역 특유

의 무용, 음악, 의식, 관습과 가치 체계는 생태 체험 관광에 의해 강화되

어야 한다. 첫째, 관광사업과 환경 보존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

을 인정하라. 둘째, 혜택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확실하게 해서 지역사

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라.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특색 있는’ 건축 양식이라는 의미이므로 distinctive가  

알맞다. instinctive는 ‘본능적인’의 의미이다.

(B)   의미상 ‘강화되다’라는 enhanced가 적절하다. enclose는 ‘둘러

싸다, 에워싸다’의 의미이다.

(C)   문맥상 혜택과 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므로 distribution이 

알맞다. contribution은 ‘기여, 공헌’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tourism[túərizm] 관광 여행; 관광사업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heritage[héritidʒ] (국가·사회의) 유산     

architectural[àːrkətékʧərəl] 건축(학)의     

ceremony[sérəmòuni] 의식       

accept[æksépt]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conservation[kànsərvéiʃən] 보존       

complementary[kàmpləméntəri] 상호 보완적인

03���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지난 2~3백만 년의 인간의 역사가 어떤 지침이 된다면, 

비만은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한 이론에 의하면 

체중 조절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강조는 수백만 년 동안의 인간의 진화

와 상충한다고 한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그야말로 그

들의 다음 번 먹을 것이 어디에서 올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생존 법칙

은 에너지가 풍부하고 기름진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신진

대사가 기근의 시기에 대비해 여분의 칼로리를 저장해 두는 사람들을 

선호했다.

정·오답 근거

(A)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human이 적절하다. humane

은 ‘인정 있는, 인도적인’의 의미이다.

(B)   인간의 ‘진화’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evolution이 적절하다. 

revolution은 ‘혁명’의 의미이다.

(C)   남아도는 ‘여분의’ 칼로리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excess가 적절

하다. access는 ‘접근’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obesity[oubíːsəti] 비만       

inevitable[inévətəbl] 불가피한      

fate[feit] 운명     theory[θíːəri] 이론       

literally[lítərəli]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survival[sərváivəl] 생존     

crave[kreiv] 갈망하다     fatty[fǽti] 기름진, 지방이 많은     

metabolism[mətǽbəlìzm] 신진대사     famine[fǽmin] 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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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미국에서 일은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초기 이주민들

이 이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은 일을 해야 하느님과 천국에 이르게 된다

고 생각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은 그것의 경제적 이득인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뭔가 

이로운 것을 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사회적·심리적 욕구

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미국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생산적

으로 보낸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을 정의해 

주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immigrants가 적절하다. 

emigrant는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을 의미한다. 

(B)   미국인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attitude가  

알맞다. altitude는 ‘높이, 고도’의 의미이다.

(C)   미국인들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낸다고 했으므로, 일이 곧 미국인들을 ‘정의한다 (define)’라고 

할 수 있다. refine은 ‘정제하다, 갈고 닦다’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Work is not only important for its economic benefits, the 

salary, but also for our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the feeling of doing something for the good of society.
▶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 A뿐만 아니라 B더 ’의 의미이다. 

for 이하의 전치사구가 비교 대상이며, but also 다음에는 important가 

생략되었다. 이 문장은 「B as well as A」를 이용하여 Work is important 

for our social and psychological needs, the feeling of doing 

something for the good of society as well as for its economic 

benefits, the salary.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휘 담기  influence[ínfluəns] 영향을 미치다      

benefit[bénəfìt] 이득, 이익       

psychological[sàikəládʒikəl] 심리적인     

productive[prədʌ́ktiv] 생산적인

15 | 반의어 / 다의어 

p  76 ~ 77

1  reveal 2  abundant

수능 핵심 정리

해석과 해설

1  연장된 정밀 조사는 더 많은 증거를 밝혀낼 것이다. / reveal 

important 생략

[rivíːl]은 ‘드러내다, 밝히다’의 의미이며, conceal[kənsíːl]은 

‘숨기다, 감추다’의 의미이다.

2  물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 

abundant[əbᴧ́ndənt]는 ‘풍부한, 많은’의 의미이며, deficient 

[difíʃənt]는 ‘부족한, 불충분한 ’의 의미이다.

3  대개 특정한 기간에 걸쳐 일부러 습득해 온 비슷한 물건을 모아놓

은 것: Robert의 책과 그림 수집품은 수년에 걸쳐 구입된 것이다.

4  자선 단체에 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   

우리는 노숙자들을 위해 모금을 할 필요가 있다.

5  한 책에 모아 놓은 이야기, 시, 혹은 기사들:   

2년 전에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단편 소설집을 출판했다.

  수능 어휘 완성  

15 | 반의어 / 다의어  p  78 ~ 79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1���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기존의 엑스레이는 뼈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연

조직의 세밀한 검사에는 쓸모가 없다. 이제 과학자들은 보디 스캐너라

는 새로운 기계를 완성했다. 이 기계는 컴퓨터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엑스레이를 활용한다. 그것은 신체의 어느 부위든 상세 사진을 제공한

다. 연필만큼 가느다란 엑스레이 광선이 체축단을 ‘정밀 검사하면서’ 신

체를 관통한다. 스캐너는 심장 종양, 척수 이상, 간 비대, 그리고 혈전을 

밝혀낸다.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세밀한 ’ 검사를 의미하므로 careful이 적절하다. carefree는 

‘근심〔걱정〕이 없는, 태평한 ’을 뜻한다.

(B)   문맥상 상세한 사진을 ‘제공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produces가 알맞다. consume은 ‘소비하다’의 의미이다.

(C)   문맥상 스캐너가 몸의 이상을 ‘밝혀내다’ 혹은 ‘드러내다’라는 의미

이므로 reveals가 알맞다. conceal은 ‘감추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conventional[kənvénʃənl] 전통적인, 종례의     

diagnose[dáiəɡnòus] 진단하다     tissue[tíʃuː] 조직       

perfect[pərfékt] 완성하다, 완벽하게 하다      

penetrate[pénətrèit] 통과하다, 관통하다       

horizontal cross section 체축단 (몸을 상하로 나누는 면에서의 단면)     

tumor[tjúːmər] 종양     abnormality[ӕ̀bnɔːrmǽləti] 이상, 기형     

blood clot 혈전

02���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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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해석  동료 상담가이자 내 좋은 친구인 Rebecca는 자신이 생

각했던 것만큼 남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로 놀랐다. 몇 년 전에 자신의 상담일을 시작한 후에, 그녀는 자신

의 새로이 향상된 경청 능력을 누군가에게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나

서 그 능력을 남편에게 시험해보았다. 그녀의 말로는, 그녀는 ‘자신의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Rebecca의 남편은 아주 빠르게 말하는 

Rebecca와 달리 느리게 말하는 사람이다. Rebecca는 그녀가 인식

하지도 못한 채 항상 해왔던 일인, 남편의 말을 (도중에) 끝내는 것을 얼

마나 필사적으로 원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 많이 들을수

록, 남편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약 한 달 뒤쯤이 되어서야 그녀의 

남편은 “당신이 나에게 (전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군요.”라고 말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혀 다르게 말하지 않았

었다. 그녀는 훨씬 더 많이 남편에게 말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

을 뿐이다!  

정·오답 근거

①   Rebecca가 자신의 향상된 청취 능력을 누군가에게 시험해보고 

‘싶어 못 견뎌했다’는 의미이므로 dying은 적절하다. 

②   자신의 경청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Rebecca는 ‘말을 삼가야 ’ 

하는 입장이므로 shutting은 적절하다. 

③   남편의 말을 필사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자신을 깨달은 것이므

로 finish는 적절하다. 

④   Rebecca가 남편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줄수록’ 남편이 말을 더 많

이 하게 되었다는 흐름이므로 listened는 적절하다. 

❺   Rebecca가 남편의 말을 더 ‘잘 듣자’, 남편으로부터 그녀가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된 것이므로 talking을 

listening으로 고쳐야 알맞다. 

어휘 담기  consultant[kənsᴧ́ltənt] 상담가       

be dying to ~하고 싶어 못 견디다     try out 시험해보다     

desperately[déspərətli] 필사적으로: 몹시       

finish off 끝내다, 완료하다     amazing[əméiziŋ] 놀라운       

in actual fact 실제, 사실상 (= in fact)     a whole lot 아주 많이  

03���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서식지가 줄어듦에 따라, 오랑우탄들이 인간과 마주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 다 자란 오랑우탄들은 종종 죽임을 당하고, 밀

렵꾼들은 꼭 껴안고 싶은 새끼 고아들을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판매한

다. 주인들이 양도하거나 정부 당국에 의해 압수된 보다 운 좋은 포로

(오랑우탄)들은 재활 센터에 가게 된다. 어린 새끼들은 많이 껴안아 주

고, 조금 자란 오랑우탄들은 숲 속으로 현장 학습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어떤 과일과 나뭇잎 그리고 애벌레들이 가장 먹기 

좋은지, 그리고 밤에 잘 보금자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decreases가 알맞다. increase는 ‘늘어나다’의 의미이다. 

(B)   문맥상 오랑우탄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야 하므로 ‘포로’를 의미하

는 captives가 적절하다. captor는 ‘포획자’ 또는 ‘밀렵꾼’을 의미

한다.

(C)   오랑우탄이 ‘관찰 ’을 통해 학습한다는 의미이므로 observation이 

적절하다. observance는 ‘준수’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Luckier captives, [surrendered by their owners or 

confiscated by government authorities], land in 

rehabilitation centers.  
▶ 문장의 주어는 Luckier captives이며, 동사는 land이다. 접속사 or로 

연결된 분사구 surrendered by their owners or confiscated by 

government authorities가 삽입되어 있으며, surrendered와 

confiscated 앞에는 각각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인 which are가 생

략되어 있다.

어휘 담기  habitat[hǽbitӕ̀t] 서식지       

cross paths with ~와 만나게 되다      

cuddlesome[kʌ́dlsəm] 꼭 껴안고 싶은       

orphan[ɔ́ː rfən] 고아     exotic[iɡzátik] 이국적인; 특이한     

surrender[səréndər] 넘겨주다, 양도하다     

confiscate[[kánfəskèit] 몰수〔압수〕하다      

land in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처하게 되다〕 

rehabilitation[rìːhəbìlətéiʃən] 재활      

snuggle[snʌ́ɡl] 껴안다, 끌어안다     field trip 현장 학습      

grub[ɡrʌb] 유충, 애벌레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간헐천은 지구상에서 몇 군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지질학

적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공중으로 

뜨거운 물줄기와 증기를 내뿜는다. 그 뜨거운 물은 지하 암석층 사이의 

틈을 뚫고 지표로 올라온다. 그 올라오는 물이 지하수와 지표를 연결하

는 좁은 통로 속으로 압축되어 들어가면 그 물은 간헐천의 일부가 된다. 

그 물은 지표로 나오면서 식어서 아래쪽의 더 뜨거운 물에 상방(→ 하

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 펄펄 끓는 물이 지표로 이어진 분출구를 통해 

밀려나온다. 이러한 분출이 아래쪽 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켜서 

과열된 물이 분출구를 통해 공중으로 솟구쳐 나와 이러한 과정의 최종 

산물로 보게 되는 물보라가 생기게 된다. 

정·오답 근거

①   간헐천은 지구상에서 몇 군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지질학적 조합

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므로 ‘드문’이라는 의미의 rare는 적절하다.

주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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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헐천은 뜨거운 물줄기와 증기를 공중으로 ‘내뿜는다’는 내용이므

로 ejects는 적절하다.

③   지하 암석층 사이 틈을 뚫고 뜨거운 물이 지표로 올라오는데  그 ‘올

라오는’ 물이 간헐천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므로 rising은 적절하다.

❹   물이 지표로 나오면서 식어서 아래쪽에 있는 더 뜨거운 물에 ‘위쪽

으로’가 아닌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므로 upward는 

downward가 되어야 적절하다.

⑤   펄펄 끓는 물이 지표로 이어진 분출구로 분출되면 아래쪽 물에 가해

지는 압력을 ‘감소시켜서’ 과열된 물이 공중으로 솟구쳐 나와 물보

라가 생긴다는 내용이므로 reduces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rare[rɛər] 드문, 희귀한     unique[juːníːk] 독특한  

combination[kàmbənéiʃən] 조합, 결합       

geology[dʒiálədʒi] 지질학       

periodically[pìəriádikəli] 주기〔정기〕적으로       

eject[idʒékt] 뿜어내다, 배출하다       

stream[striːm] (액체의) 줄기; 개울, 시내     

underground[ʌ́ndərɡràund] 지하의     layer[léiər] 층(層), 막     

constrict[kənstríkt] 압축하다     passageway[pǽsidʒwèi] 통로     

exert[iɡzə́ː rt] (압력을) 가하다       

surge[səːrdʒ] 밀려들다, 파도처럼 밀려오다     vent[vent] 구멍; 분출구     

lead[liːd] 이어지다, 통하다     superheated[sùːpərhíːtid] 과열된     

burst out of ~에서 튀어나오다     spray[sprei] 물보라

  수능 Mid Test 04 
p  80 ~ 83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1���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제품 홍보 요원인 나의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다이어트 

음료를 판촉해야 했다. 처음 이틀 동안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모

에게 대신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3일 만에 다시 직장에 돌아온 어머니

는 두 명의 여자 판매원들이 몇 번씩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더니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결국 어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은 진짜 기적의 

음료인가 봐요.”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놀라워요. 이틀 만에 체중이 이

렇게 많이 줄다니요!” 어머니와 이모는 아주 많이 닮으셨는데, 이모가 

어머니보다 30파운드 정도 체중이 더 나간다.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다이어트 음료를 ‘판촉하는’ 것이므로 promote가 적절하다. 

prohibit는 ‘금지하다’의 의미이다. 

(B)   글의 흐름상 ‘의심이 많게, 회의적으로’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keptically가 적절하다. optimistically는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라는 의미이다. 

(C)   ‘(물건을) 팔다, 제공하다’의 의미가 되도록 offering이 적절하다. 

decline은 ‘거절하다’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Back on the job the third day, she noticed two 

salesgirls walking past several times.  

▶ Back은 부사로 ‘되돌아와서’를 뜻하며, 의미상 앞에는 As she wa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동사 noticed의 목적격보어로는 현재분사 

walking이나 동사원형 walk가 이어진다.

어휘 담기  demonstrator[démənstrèitər] 시범 설명하는 사람     

beverage[bévəridʒ] 음료       

indisposed[ìndispóuzd] ~할 수 없는; 몸이 안 좋은      

substitute[sʌ́bstətjùːt] 대신하다 (for)

02���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지난 100년간, 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 것

을 목격했다. 이것은 인간에게 큰 손실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식물 8종 중 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매년 14만 종의 식

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라진 식물들 중 대다수

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신약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었던 

것들이었다. 이는 옹호할 수 없는 생태학적 관행들을 이용하기 때문인

데, 지난 1,000년간 멸종의 대부분이 인간 때문이었다. 그 주된 결과

(→ 원인)는 열대 우림을 베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서식지들은 목초지

나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파괴의 대부분은 육우

(식용소)를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행해진다. 또한 인간이 먹을 과일

뿐만 아니라 빵을 만들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정·오답 근거

①   과학자들이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한 것을 목격했다는 의미이므

로 decline은 적절하다. 

②   식물 8종 중 1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므로 

threatened는 적절하다. 

③   멸종된 식물 종 중 대다수가 질병 퇴치를 위한 신약 개발에 ‘유용하

게’ 쓰일 수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useful은 적절하다. 

❹   지난 1,000년간 멸종된 생물의 대부분이 인간 때문에 멸종되었는

데, 그것이 열대 우림 파괴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해당하므로 

result를 cause로 고쳐야 알맞다.  

⑤   열대 우림 ‘파괴’는 대부분 육우를 위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라는 의미이므로 destruction은 적절하다. 

어휘 담기  decline[dikláin] 감소     

biodiversity[báioudivə́ː rsəti] (균형 잡힌 환경을 위한) 생물의 다양성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extinction[ikstíŋkʃən] 멸종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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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kəmbǽt] (질병 등을) 방지하다, (방지하기 위해) 싸우다       

due to ~에 기인하는       

unsustainable[ᴧ̀nsəstéinəbl] 지속 불가능한, 옹호할 수 없는     

ecological[èkəládʒikəl] 생태계의, 생태학의       

practice[prǽktis] 관행, 관례     chop down 베어버리다       

tropical rain forests 열대 우림     habitat[hǽbitӕ̀t] 서식지     

pasture[pǽsʧər] 목초지     cropland[kráplæ̀nd] (농)경지     

orchard[ɔ́ː rʧərd] 과수원     consumption[kənsᴧ́mpʃən] 소비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1980년대 동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반대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역사상 최악의 원자

력 사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폭발 이후인 1986년에 더욱 거세졌다. 1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고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들은 여전히 심하

게 오염이 된 채 남아 있다. 그 사고는 발전소의 잘못 설계된 핵 원자로

와 발전소 근로자들이 발전소에서 적절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이 주된 원인이었다.

정·오답 근거

(A)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explode(폭발

하다)의 명사형인 explosion이 적절하다. exploration은 ‘탐험’

이라는 의미로 동사형은 explore(탐험하다)이다. 

(B)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contaminated가 적절하다. contemplate는 ‘심사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의미이다. 

(C)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procedures

가 적절하다. progress는 ‘진보, 발달, 진전’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is opposition increased in 1986 / after an explosion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to date, still stands as the worst 

nuclear accident in history.  
▶ 선행사 an explosion과 관계대명사 which 사이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the former 

Soviet Union이 삽입되었다. which의 선행사는 the former Soviet 

Union이 아니라 an explosion이다.

어휘 담기  nuclear power 원자력, 원자력 발전      

to date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due to ~에 기인하는       

nuclear reactor 원자로     proper[prápər] 적당한, 적절한 

failure[féiljər] ~하지 않음, ~불이행; 실패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아프리카 환경의 엄청난 다양성은 이 대륙에 대해 일반화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대륙의 많은 부분이 기복이 거의 없는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진 반면, 높이 솟은 화산 봉우리들과 세계에서 가장 큰 단

층 계곡들도 있다. 적도 지역의 연중 고온 겸손(→ 다습)한 기후부터 세

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 지대의 건조기후, 빙하가 유지될 정도로 추운 산 

정상의 기후 조건에 이르기까지 기후도 다양하다. 생물의 다양성과 지

구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수의 생물 종(種)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 이 대륙에 포함되어 있다.

정·오답 근거

①   아프리카의 환경의 다양성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generalize는 적절하다.

②   기복이 없는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므로 

consists of는 적절하다. 

③ 화산의 ‘정상’을 뜻하므로 peaks는 적절하다.

❹   기후에 대한 내용이므로 ‘습도’를 뜻하는 humidity가 적절하다. 

humility는 ‘겸손, 겸양 ’의 의미이다.

⑤   다양한 생물 종이 존재하는 것은 ‘생물학적’ 중요성을 띠는 것이므로 

biological은 적절하다.

어휘 담기  diversity[divə́ː rsəti] 다양성     

generalize[dʒénərəlàiz] 일반화하다       

towering[táuəriŋ] 높이 솟은, 매우 높은       

peak[piːk] 산꼭대기, 봉우리     range[reindʒ] (범위가) ~에 이르다      

equatorial[ìːkwətɔ́ː riəl] 적도의     glacier[ɡléiʃər] 빙하

05���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 화가 난 한 고객이 훗날 모직 업계 

세계 최대의 양모 납품 회사가 된 Detmer 모직 회사의 창업자인 

Julian F. Detmer의 사무실에 난입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지불할 

돈이 약간 있었어요.”라고 Detmer 씨는 내게 설명했다. “그 고객은 이

를 부인했지만, 우리는 그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

래서 우리 회사의 신용 부서에서 그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

다. 신용 부서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은 후에, 그는 청구 금액을 갚지 않

을 것이라고 제게 통보하기 위해 제 사무실로 달려온 것입니다.”

정·오답 근거

(A)   양모를 ‘납품하는 회사’라는 의미이므로 ‘배급〔판매〕 업자〔회사〕’를 

뜻하는 distributor가 적절하다. contributor는 ‘기부자, 기여자’

의 의미이다.

(B)   글의 흐름상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insisted가 적절하다. resist는 ‘저항하다, 반대하다’의 의미이다.

(C)   청구 금액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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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이 적절하다. reform은 ‘개혁하다, 개선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storm into ~로 돌진하다     founder[fáundər] 설립자     

woolen[wúlən] 모직물; 양모의, 모직의       

tailoring[téiləriŋ] 양복점업; 재단업      

owe[ou] 빚지고 있다     deny[dinái] 부인하다 

06���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라디오, TV, 인터넷 같은 매우 많은 현대적 의사소통 형태

로 인해, 신문사는 현재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부수를 파는 것이 어렵다

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신문들은 판매 부수가 적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매 부수를 늘리고, 다른 신문의 판매 부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방

법을 사용한다. 그러한 치열한 경쟁은 신문 전쟁을 일으켰다. 신문사들

이 그들의 판매 부수를 줄이기(→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

은 연간 구독료를 싸게 제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신문을 파는 것이다. 대형 신문사만이 이

러한 약탈적 가격 결정을 감당할 수 있다. 신문은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회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다른 회사들이 그냥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신문사가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신문을 

파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ifficult는 적절하다.

②   자신들의 신문 발행 부수는 늘리고 다른 신문의 판매 부수는 감소시

키려는 신문사들 간의 ‘경쟁’이 신문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competition은 적절하다.

❸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판매 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decrease를 increase

로 고쳐야 알맞다. 

④   판매 부수를 늘리는 방법의 하나로 연간 구독료를 ‘싸게’ 제공한다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heap은 알맞다. 

⑤   한 신문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다른 신문사가 그것을 모

방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problem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With so many modern forms of communication such 

as radio, TV, and the Internet, / newspaper companies 

now find it difficult to sell enough copies of their 

papers to survive.
▶ 「A such as B」는 「A like B」로 나타낼 수 있으며, it은 가목적어, to부

정사구(to sell ~ survive)가 진목적어이다.

어휘 담기  communication[kəmjùːnəkéiʃən] 의사소통      

copy[kápi] (책·신문 등의) 한 부       

circulation[sə̀ː rkjuléiʃən] (신문·잡지의) 판매 부수      

= like

가목적어 진목적어

competition[kàmpətíʃən] 경쟁     

annual subscription 연간 구독료    

predatory pricing 약탈적 가격 결정 (어떤 기업이 다른 회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수 없어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상품을 파는 것)

07���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프랑스에서는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남자에게 대개 동

정과 감탄을 표한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분위기이며, 그런 일

을 겪은 남자는 그 사실에 대해 심지어 어느 정도 긍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에서 그런 남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보가 될 것이다. 그것

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셰익스피어의 훌륭한 희곡들 중 인기가 

가장 적은 이유이다. 관객들은 한 여자를 위해 제국을 저버리는 것이 한

심하다고 생각해왔다. 실제로 그것이 공인된 역사적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영국인들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

장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문맥상 프랑스 인들이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남자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동정’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sympathy가 알맞다. 

antipathy는 ‘반감, 혐오’의 의미이다. 

(B)   문맥상 ‘가장 인기 없는’의 의미이므로 least(가장 적은)가 적절하다. 

most는 ‘가장 많은’의 의미이다.

(C)   공인된 역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인정된, 용인된’의 의미인 accepted가 알맞다. refuse는 

‘거절하다, 거부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sympathy[símpəθi] 동정, 연민    

worthwhile[wə̀ː rθhwáil] ~할 가치가 있는       

damned[dæmd] 저주 받은, 빌어먹을       

contemptible[kəntémptəbl] 멸시할 만한, 경멸할 만한     

legend[lédʒənd] 전설     unanimous[juːnǽnəməs] 만장일치의      

assert[əsə́ː rt] 주장하다 

08���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한 신사가 급사를 구하는 광고를 냈는데 거의 50명의 지원

자가 그를 만나러 왔다. 그는 전체 지원자 가운데 한 명을 택하고 나머

지 지원자들을 돌려보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가 어떤 근거로 단 

한 장의 추천서도 가져오지 않은 저 소년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네.” 그 

신사는 말했다. “자네가 잘못 생각했어. 그 친구는 아주 많은 추천장을 

가지고 있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저 다리가 불편한 노인에게 바로 양보

했는데, 그것은 저 친구가 배려심이 없다 (→ 사려 깊다)는 것을 보여주

었지. 그 소년은 내가 의도적으로 바닥에 놓아둔 책을 집어서 탁자 위에 

다시 놓고는, 밀치거나 복작대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조용히 기다렸네. 

그것은 그가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그가 자기 이름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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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난 그의 손톱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았다네. 자네는 이것들을 추천장

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 부른다네. 그리고 난 그가 나

에게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추천장보다 10분간 내 눈을 사용해서 그 소

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점수를 주겠네.”

정·오답 근거

① 지원자 가운데 한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므

로 dismissed는 알맞다.

❷ 자신의 자리를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사려 깊은’ 

행동이므로 thoughtless(배려심이 없는)는 thoughtful(사려 깊은)이 

되어야 알맞다. 

③ 지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위해 ‘의도적으로’ 바닥에 책을 놓

아둔 것이므로 purposely는 알맞다.

④ 소년이 글씨를 쓸 때 그 소년의 손톱이 깨끗한 것을 ‘알아챘다’는 흐

름이므로 noticed는 알맞다. 

⑤ 지원자가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는 추천서보다는 자신이 직접 눈

으로 확인한 것에 더 점수를 주겠다는 흐름이므로 bring은 알맞다.

어휘 담기  advertise[ǽdvərtàiz] 광고하다     

applicant[ǽplikənt] 지원자       

present oneself 출두하다, 출석하다       

dismiss[dismís] 돌려보내다, 해산시키다     ground[graund] 근거     

instantly[ínstəntli] 즉시     lame[leim]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     

purposely[pə́ː rpəsli] 고의로     replace[ripléis] 다시 놓다; 대신하다     

crowd[kraud] 밀어닥치다, 밀고 가다       

orderly[ɔ́ː rdərli] 규율을 잘 지키는, 정돈된       

fingernail[fíŋgǝrnèil] 손톱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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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절, 동명사 주어, 관계

대명사

전문해석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 여러 해를 보낸

다. 그러나 우리는 경청하는 훈련은 거의 받지 않는다. 사실, 우리 대부

분은 경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여러 연구는 우리가 듣는 말의 극히 

일부분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우리는 너무나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있다. 나는 듣는 법을 아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특히 오늘날의 경쟁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

술 없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오답 근거

①  write, speak는 read와 함께 how to에 걸려서 병렬구조를 이룬다.

②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동명사 listening이 쓰였다.

③ what is said는 명사절로 ‘듣는 것’을 의미한다.

④   I think 다음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knowing은 동명사로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며,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

하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쓰였다.

❺   선행사인 the information이 앞에 있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

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와야 한다.

어휘 담기  absorb[æbsɔ́ː rb]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be wrapped up in ~에 몰두하다〔열중하다〕       

competitive[kəmpétətiv] 경쟁의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 비교급 강조, to부정사를 목적

어로 취하는 동사

전문해석  Bill의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났다. 배달을 시작할 때에는 대

체로 매우 무거웠던 그의 가방은 이제 Carter 부인에게 배달해야 하는 

편지를 빼고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꽤 여러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

어서 그녀에게 배달할 우편물이 있을 때 Bill은 늘 그날의 일을 훨씬 늦

게 끝마쳤다. 하지만, 그는 이를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꼭 커

피와 자신이 만든 특별한 풍미의 케이크 한 조각을 들어와서 먹고 가라

고 그에게 청했기 때문이었다.

정·오답 근거

(A)   ‘거의’라는 의미로 동사를 수식하려면 부사인 almost가 와야 한다. 

most는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여서 ‘대부분(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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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ter가 late의 비교급이므로 이를 강조하는 부사로는 much가 적

절하다. very는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한다.

(C)   fail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ask가 적절하다. 

「not〔never〕 fail +  to부정사」는 ‘꼭 ~하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담기  round[ráund] (배달 등의) 구역〔경로〕  

mind[máind] 싫어하다; 신경 쓰다  

ask a person in ~을 불러들이다     spice[spáis] 향; 양념; 맛

03���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긴급한 위험을 모면할 때마다 새롭고 더 복잡한 위협이 표

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다.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자마자 그것의 

부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 역사 전반에 걸쳐 안보를 제공

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무기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방향을 바꾸어 무

기를 만든 사람들을 파멸시키겠다며 위협해 왔다. 몇몇 질병들이 억제

가 되면, 새로운 질병들은 악성이 강해진다. 한동안 사망률이 감소하면, 

인구과잉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지구가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

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장 폭탄들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른다.

정·오답 근거

(A)   새로운 ‘물질’이 개발된다는 의미이므로 substance가 적절하다. 

instance는 ‘사례, 실례’의 의미이다. 

(B)   문맥상 ‘사망률’이 감소해야 인구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

므로 mortality가 적절하다. morality는 ‘도덕성’이라는 의미이다. 

(C)   위장 폭탄은 ‘폭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go off가 

적절하다. go on은 ‘계속되다, 존속하다’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earth may be the only home for us, but full of 

booby traps [waiting to go off at any moment].

▶ full of 앞에는 may be가 생략되었고, be full of는 ‘~로 가득 차다’라

는 의미이다. waiting은 앞에 which are가 생략된 것으로 booby traps

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다.

어휘 담기  pressing[présiŋ] 긴급한, 절박한     

sophisticated[səfístəkèitid] 복잡한       

by-product[báipràdʌkt] 부산물       

poison[pɔízn] 오염시키다     design[dizáin] 고안하다      

turn around 방향을 돌리다     curb[kəːrb] 억제하다, 억누르다     

virulent[vírjulənt] 악성의, 전염성이 강한       

haunt[hɔːnt] 괴롭히다, 늘 따라다니다

04���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may be 생략

= which are waiting

전문해석  언젠가 당신은 자동차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평균적

으로 운전자는 평생 일곱 번의 가벼운 접촉 사고와 적어도 한 번의 경미

한 부상을 겪는다. 당신은 한 가지 간단한 사실, 즉 운전자가 상대방을 

제때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대폭 늘릴(→ 줄일)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초과 적재 수준이다. MP3플레이어,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 전화

기, 아이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 도로변의 광고판이나 노면 표시  

사이에서 운전자의 뇌는 주의를 요하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나 

바쁘다. 간단히 말해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당신이 운전에 얼마나 집중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오답 근거

①   자동차 사고를 ‘당할 ’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involved는 적절

하다. be involved in은 ‘∼에 연루되다, 관계되다’라는 의미이다.

❷   문맥상 운전자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동차 사고

를 당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increase 

(증가시키다)는 cut(줄이다), 혹은 decrease(감소시키다)가 되어야 

알맞다.  

③   문맥상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과 적재’

의 의미인 overload는 적절하다.

④   운전자의 뇌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내용이므로 busy는 적절하다.

⑤   자동차 사고를 ‘피하는 것’은 얼마나 운전에 집중하는지에 달려 있

다는 내용이므로 avoiding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n short, avoiding an accident depends on [how much 

you attend to your driving].
▶ 동명사구(avoiding an accident)가 문장의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하므

로 단수동사 depends가 쓰였다.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의 형

태인 명사절이 쓰였다.

어휘 담기  chance[ʧæns] 가망, 가능성       

automobile accident 자동차 사고       

lifetime[làiftáim] 일생, 평생       

minor[máinər] 중요하지 않은 ; 가벼운       

considerably[kənsídərəbli] 상당히, 꽤       

competition[kàmpətíʃən] 경쟁       

sign[sain] 표지판      signal[síɡnəl] 신호(등)       

yell[jel] 소리치다     roadside advertising 도로변 광고       

pavement marking 노면 표시

01 ③ 02 ③ 03 ① 04 ⑤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2회 p  88 ~ 89

주어 동사 간접의문문(의문사

 + 주어 + 동사)



50  정답과 해설·채움

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부사 where, 관계대명사, 조동사 should, 가정법 

과거, 도치구문

전문해석  내가 근무하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판매원들은 각종 정

보 회의에 참석하도록 경영진에게 권고받는다. 한 초청 강사는 우리가 

전에도 강연을 들어 본 적이 있는 제품 전문가였다. 모든 판매원들은 회

의에 꼭 참석하라고 ‘권고받았기’ 때문에 회의실은 만원이었다. 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한마디로 뭐라

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요.”라고 말했다. 회의실 뒷편에서 어떤 사람이 

큰소리로 “강제 동원이요!”라고 외쳤다. 

정·오답 근거

①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the life-insurance company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②   관계대명사절에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가 a product specialist이

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적절하다.

❸   주절의 동사 (was suggested)가 ‘제안, 권유’를 나타내므로, that

절의 동사는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attended는 should attend 또는 attend로 써야 한다.

④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I wish +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could think는 적절하다.

⑤   원래 A loud voice came from the back of the room ~.이라

는 문장에서 부사구 from the back of the room을 강조하기 위

해 맨 앞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동사 + 주어」의 어순이 

된 것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Agents at the life-insurance company [where I work] 

are urged by management to attend a number of 

informational meetings.
▶ 「urge+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 포함된 5형식 문장 Management 

urges agents at the life-insurance company where I work to 

attend ~.가 수동태로 전환되었다.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였던 

to부정사는 수동태가 되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어휘 담기  agent[éidʒənt] 대리인, 판매원       

life-insurance 생명보험     urge[əːrdʒ]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specialist[spéʃəlist] 전문가       

mandatory[mǽndətɔ̀ː ri] 강제적인, 의무의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와 타동사, 조동사, 「cannot help + -ing」

전문해석  Johnson 씨는 자신의 돈이 정말로 안전한지 궁금해하면

서 오랫동안 자지 않고 누워 있었고,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잠이 들었다. 

잠들자마자 그는 아래층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다. 

주어

동사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

그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그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분명 이렇

게 밤늦은 시간에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

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초인종 소리는 2층 건물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주러 나갔다

가 강도를 당한 한 남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오답 근거

(A)   ‘누워 있다’는 의미의 자동사 lie는 lie - lay - lain으로 불규칙 변화

하고, ‘눕히다, 놓다’는 의미의 타동사 lay는 lay - laid - laid로 불

규칙 변화한다. 문맥상 ‘깨어 있는 상태로 누워 있다’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자동사 lie의 과거형인 lay가 적절하다.

(B)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며, 「could have p.p.」는 ‘~했

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므로 글

의 흐름상 Could가 적절하다.

(C)   ‘~하지 않을 수 없다’는 「cannot help + -ing」, 「cannot but + 동

사원형」, 「have no choice but + to부정사」 등으로 표현할 수 있

다. 따라서 could not help thinking으로 써야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He could not help thinking of a program [he had seen 

on television about a man [who had been attacked and 

robbed / when he went to answer the door]]. 

▶ 관계대명사로 길게 이어진 문장으로 he had seen ~ 앞에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것으로 선행사 a program을 수식하며,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a man을 수식한다.

어휘 담기  awake[əwéik] 깨어 있는; 깨우다       

echo[ékou] 울려 퍼지다, 반향하다     rob[rab] 빼앗다, 훔치다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생태 체험 관광 산업이 소규모 개발로 특징지어진다는 데

는 일반적인 의견의 합의가 있다. 우리는 개선된 환경 보존을 이루기 위

해 그 합의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관광 개발 과정의 (환경) 보존과 교

육 부문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생태 체험 관광 산업

의 필수 요소이다. 개발은 우선 그 주민들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고, 그

들의 참여로 인해 이미 전통적인 대규모 관광으로 뜻하지 않게 생길 위

험의 대부분을 피하게 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의미상 ‘개선된’의 뜻을 지닌 improved가 적절하다. reprove는 

‘꾸짖다, 비난하다’의 의미이다.

(B)   관광 개발 과정을 말하므로 ‘진행, 경과, 과정’의 의미인 process가 

적절하다. procession은 ‘행진, 전진’을 뜻한다.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생략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시간의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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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규모 생태 체험 관광과 비교되는 전통적인 대규모 관광에 대한 

내용이므로 ‘대규모, 대량 ’을 뜻하는 mass가 적절하다. mess는 

‘혼란, 엉망진창 ’을 의미한다. 

어휘 담기  agreement[əɡríːmənt] (의견의) 합의, 일치; 협정, 조약     

characterize[kǽriktəràiz] 특징짓다     scale[skeil] 규모     

conservation[kànsərvéiʃən] 보호, 보존     

participation[paːrtìsəpéiʃən] 관여, 참여     

dimension[diménʃən] 규모, 범위; 요소, 면     

involvement[invalvḿənt] 관련; 연루     pitfall[pítf�ːl] 위험; 과오

conventional[kənvénʃənl] 전통적인

04���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Thomas Malthus는 미래의 

인구가 식량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

난 200년 동안 과학 기술의 향상은 식량 생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

쳤다. 산업 국가에서는 같은 양의 식량이 반세기 전에 걸렸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생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증진된 농업 지식은 보다 

적은 토지에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한때 

식량 생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던 땅은 쓸모없게(→ 비옥하게) 되 

었다.

정·오답 근거

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 ’ 것이므로 predicted는 알맞다.

②   인구 증가가 식량 ‘공급’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흐름이므로 

supplies는 알맞다.

③   과거보다 식량을 ‘생산하는’ 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의미이므

로 produced는 적절하다.

④   농업 기술의 발달로 ‘더 적은’ 땅에서 식량 생산량이 더욱 증가했다

는 내용이므로 less는 알맞다.

❺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futile(쓸모없는, 무익한)이 아닌 fertile(비옥한)이 쓰여야 한다.

어휘 담기  profoundly[prəfáundli] 깊이, 크게 ; 극심하게     

agriculture[ǽɡrikʌ̀lʧər] 농업       

by the same token 같은 이유로, 게다가     unfit[ʌ̀nfít] 부적합한 

01 ③ 02 ② 03 ① 04 ③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3회 p  90 ~ 91

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간접의문문, to부정사의 수동형, 병렬구조, 조동사의 

쓰임

전문해석  오늘의 제가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에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명예롭게 행동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지

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날

마다 당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

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저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당신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정·오답 근거

①   who I am은 ‘현재의 나’라는 의미로 making의 목적격보어로 쓰

인 명사절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간접의문문의 어순이 알

맞다. 

②   동사 like의 목적어로 쓰인 to부정사로, 문맥상 ‘대접받는 것을’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부정사의 수동형인 to be treated는 알맞다.

❸   형태상  「not A but B」의 병렬구조로, A가 because you will 

get something out of it의 절이므로 B도 이에 맞춰 because it 

is the right thing to do로 쓰여야 한다.

④   「may have p.p.」는  ‘~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며 부정형은   「may not have p.p.」이다.

⑤   figured는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서 observed와 병렬구조를 이

루므로 과거형으로 쓰였다.

어휘 담기  fair[fԑər] 공정한, 공평한     honorable[ánǝrəbl] 명예로운     

effective[iféktiv] 효과적인     observe[əbzə́ː rv] 관찰하다       

figure[fíɡjər] 생각하다, 판단하다     behave[bihéiv] 행동하다

to부정사에 수동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to be p.p.」의 형태로 쓰며, 

to부정사의 시제가 술어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경우에는 완료

부정사의 형태를 취해 「to have been p.p.」의 형태로 쓴다.

•단순형: 「to be p.p.」

 I was very glad to be invited. 나는 초대받아서 매우 기뻤다.

•완료형: 「to have been p.p.」

  Kevin was proud to have been chosen captain of 

the team. Kevin은 팀의 주장으로 뽑힌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to부정사의 수동형에 대해 알아보자.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현재완료시제, 과거시제

전문해석  2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Morris는 TV 방

송국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TV 리포터로 일하는 것이 Morris에

게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었다. 처음 몇 번 (현장에) 나갔을 때, 그녀는 

종종 엉뚱한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자신이 메모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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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꾸준히 향상되었다. 이 신참 리포터는 

자신의 경력을 쌓아 나갔고, 몇몇 직원들은 그녀에게 TV 방송 일을 가

르치면서 각별히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선생님이었을 

때 그들을 도와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A)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동사 peered와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과거

동사 strayed가 적절하다. 

(B)   since(~ 이래로)는 현재완료시제와 함께 쓰이므로 has improved

가 적절하다. since가 ‘~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는 주절의 

시제를 따른다.

(C)   ‘~할 때’라는 의미의 종속접속사 when은 현재완료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시제 assisted가 와야 한다.

어휘 담기  peer[piər] 자세히 들여다보다, 응시하다      

stray[strei] (생각 등이) 옆길로 새다〔벗어나다〕       

steadily[stédili] 서서히, 꾸준히       

pursue[pərsúː] 나아가다, 추구하다       

supportive[səpɔ́ː rtiv] 지원하는, 도와주는     assist[əsíst] 돕다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당신의 자녀가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

법이 있다.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보호책은 EPA(환경 보

호국)가 인증한 방충제를 지시대로 아이의 피부나 옷에 바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방책에는 쓰레기통, 물이 괴어 있는 웅덩이, 과수원이나 정원

과 같이 벌레가 서식하거나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있다. 또한, 자

녀가 벌레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긴 바지와 얇은 긴 소매 셔츠를 

입혀라. 밝은 색의 꽃 무늬가 있는 옷은 벌레를 유인한다고 알려져 있으

니 입히지 마라.

정·오답 근거

(A)   벌레에 물리지 않게 약을 ‘바른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pply

가 적절하다. imply는 ‘함축하다, 암시하다’의 의미이다.

(B)   벌레에 ‘노출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exposed가 적절하다. 

dispose는 ‘~의 경향을 갖게 하다’는 의미이다.

(C)   벌레를 ‘유인하는’ 밝은 색 꽃무늬 옷을 피하라는 것이므로 ‘끌다, 

유인하다’의 의미인 attract가 적절하다. expel은 ‘쫓아내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protection[prətékʃən] 보호       

approved[əprúːvd] 승인된, 인증된     repellent[ripélənt] 방충제     

nest[nest] 둥지; 둥지를 짓다     congregate[káŋɡriɡèit] 모이다     

stagnant[stǽɡnənt] 흐르지 않는, 괴어 있는       

orchard[ɔ́ː rʧərd] 과수원     flowery[fláuəri] 꽃무늬의

「 There is〔are〕 ~」 구문의 주어는 be동사 뒤에 오는 명사이다. 따라서 

be동사의 수는 뒤에 오는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There were no inside bathrooms at the inn.   

여관에는 방 안에 욕실이 없었다.

▶   be동사 다음의 inside bathrooms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서  

복수 형태인 were로 썼다. 

어법 이것만은 꼭!  「There is〔are〕 ~」 구문

04���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일부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색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근거없는 믿음이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다. 평균 인구에서 8%

의 남자들이 색맹의 몇몇 형태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자는 고작 0.5%

만 그러하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자신들의 옷을 어울리게 입는 데 

애를 먹는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자들에

게서 색각 결핍이 우세한 이유는 패션과 관계가 있다 (→ 없다). 사실은 

색맹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데, 남자들은 한 개의 X 염색체와 한 개

의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여자들은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데, 만약 하나가 결함이 있는 유전자라면,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보충

한다. 따라서 여자가 색맹을 물려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X 염색체 

둘 다가 불완전한 유전자를 갖는 경우이다. 이것은 색상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 때때로 제한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사회에서 더 우

세한 이유이다. 

정·오답 근거

①   남자들만 색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의미

이므로 untrue는 적절하다.

②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자신들의 옷을 ‘어울리게 입는 데’ 애를 먹

는다는 내용이므로 matching은 적절하다. 

❸   문맥상 남자들에게서 색각 결핍이 우세한 이유가 패션과 관계가 없

다는 것이 적절하므로, something을 nothing으로 고쳐야 알맞

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④   여자들은 두 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결함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그것을 ‘보충한다’는 내용이므로 compensates는 

알맞다.

⑤   제한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사회에서 색맹이 더 ‘우

세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이므로 prevalent는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n an average population, 8% of males exhibit some 

form of color-blindness, while only 0.5% of women 

do.

주어(복수) 동사

접속사 (역접) 주어(복수)

대동사(= exhibit some form of color-bl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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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센트의 수의 일치는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단수와 

복수 취급이 달라진다. 이 문장에서는 % 다음에 셀 수 있는 복수명사인 

males와 women이 이어졌으므로 복수취급(exhibit, do)하고 있다. 

while은 대조의 접속사이고, 끝의 do는 exhibit some form of color-

blindness를 대신한다.

어휘 담기  color-blind[kʌ́lərblàind] 색맹의       

have trouble -ing ~하는 데 어려움〔곤란〕을 겪다       

color vision 색각     deficiency[difíʃənsi] 결핍, 부족     

predominant[pridámənənt] 우세한, 유력한       

chromosome[króuməsòum] 염색체       

defective[diféktiv] 결함〔결점〕이 있는, 불완전한       

incidence[ínsədəns] 범위, 발생률, 발병률       

gene pool 유전자 풀 (어떤 생물 종에 있는 유전자의 총체) 

01 ① 02 ③ 03 ⑤ 0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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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분사구문, 수동태, 생략구문, 현재분사 

전문해석  최근의 가뭄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물 절약의 필요성이 절

실해졌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쓰는 물은 농업 및 공업 용수에 비하면 양

동이의 물 한 방울(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하루에 사용되

는 물의 겨우 9%만이 변기에서 내리는 물, 목욕, 식수 및 잔디에 뿌리

는 물 등과 같이 인체 및 가정에서 소비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 물 사용

량의 약 47%는 농업에, 43%는 공업에 사용된다. 변기 물탱크에 벽돌

을 넣는다거나 여름 잔디에 쏴 소리를 내며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를 

잠그는 것은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정·오답 근거

❶   주어인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has been made가 되어야 한다.

②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정 용수가 산업·공업 용수와 

‘비교되는’ 것이므로 compared with는 적절하다.

③   퍼센트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의 수는 of 뒤의 명사의 종류와 수에 

따른다.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 취급하여 단수동사를 

쓰고, 물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형이 적절하다.

④   43% (of water nationwide is used) by industry에서 중복되

는 표현이 생략된 형태이다.

⑤   앞의 명사 the sprinkler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다.

어휘 담기  drought[draut] 가뭄     

conservation[kànsərvéiʃən] 보존; 절약       

domestic[dəméstik] 가정의 ; 국내의     

agricultural[ӕ̀ɡrikʌ́lʧərəl] 농업의       

industrial[indʌ́striəl] 공업의     usage[júːsidʒ] 사용(법); 용도      

flush a toilet 변기 물을 내리다     shut off 잠그다       

sprinkler[spríŋklər] 살수 장치, 스프링클러     hiss[his] 쉿 소리를 내다     

symbolism[símbəlìzm] 상징적 의미, 상징성       

shortage[ʃɔ́ː rtidʒ] 부족, 결핍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조동사의 쓰임, 분사구문, 자동사와 타동사

전문해석  당구의 기원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혹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pall-

mall’이라는 옛 영국 경기와도 흡사한데, 그것은 4인치의 나무공과 타

구봉을 가지고 땅에서 행해진다. 당구는 16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행해

졌다. 이 경기는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1565년에 북미에 전해졌다. 현

대의 당구채는 1735년 무렵 프랑스에서 등장했다. 가죽으로 된 끝부분

은 1823년에 사용되었고, 곧이어 초크가 사용되었다. 1856년에 단단

한 고무를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덧대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을 이

루었다.

정·오답 근거

(A)   앞 문장에서 당구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에서 시

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의 may have begun이 적절하다. 

must have begun은 ‘~에서 시작되었음에 틀림없다’는 뜻으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B)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It(=  Billiards)이 

‘행해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인 played가 적절하다.

(C)   appear는 자동사로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appeared가 적절

하다.

어휘 담기  origin[ɔ́ː rədʒin] 기원       

billiards[bíljərdz] (단수 취급) 당구     definitely[défənitli] 명확히     

pall-mall[pǽlmǽl] 펠멜(17세기에 유행한 구기의 일종)     

Spaniard[spǽnjərd] 스페인 사람     cue[kjuː] 큐, 당구채      

come into use 사용되다     chalk[ʧɔːk] 초크, 분필     

hardened[háːrdnd] 굳어진, 단단해진     rail[reil] 가로대, 난간

03���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사랑을 주는 것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화된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에 대한 기본적인 진화론적 욕구를 만족시

키기 때문이다. 사랑을 주는 것은 안정을 주고 긴장감도 줄여주기 때문

에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때로는 당신의 인간 동반자보다 개에게 사랑

을 표현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개가 받아들

이고 고마워하는 것은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다.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만큼과 거의 마찬가지로 거절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으로 인해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

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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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A)   문맥상 사랑을 주는 것은 ‘소속감’을 주는 것이지 소외감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belonging이 적절하다. alienation은 ‘소외’의 의미이다. 

(B)   개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쉬운 이유는 개는 사랑을 주면 거절하

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으

므로, ‘보장된’이라는 의미의 guaranteed가 적절하다. doubtful

은 ‘확실치 않은, 의심스러운’이라는 의미이다.  

(C)   문맥상 거절을 당하면 작아지는 느낌을 받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므로 

rejection이 알맞다. subjection은 ‘복종, 종속’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Giving love does you good, calming you and reducing 

feelings of tension.

▶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므로 동사는 단수형인 does가 온다. 콤마 이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ecause it calms에서 접속사

(because)와 주어(it)가 생략되고 동사 (calms)가 분사 형태로 바뀌었다.

어휘 담기  satisfy[sǽtisfài] 만족시키다     

evolutionary[èvəlúːʃənèri] 진화(론)적인     

strengthened[stréŋkθənt] 강해진, 강화된       

do good 도움이 되다     reduce[ridjúːs] 감소시키다     

acceptance[ækséptəns] 수용, 수락     gratitude[ɡrǽtətjùːd] 감사 

belittle[bilítl] 얕보다 ; 작게 보이게 하다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고양이는 자신의 몸을 긁어서 오래된 피부와 건조해진 털

을 제거하므로, 발톱이 없는 고양이는 제대로 자신을 손질할 수 없다. 

또한 고양이는 점프를 하는 데도 발톱이 필요하다. 고양이의 발톱은 착

륙 장치와 같아서, 발톱이 고양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발톱

이 없다면, 고양이가 이곳저곳으로 점프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악

의 상황은 발톱이 없는 집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곧바로 굶어죽을 거라

는 것이다. (발톱이 없으면) 쥐나 새를 잡아채는 것이 헛된 제스처에 불

과해서 고양이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훨씬 더 멋진(→ 끔찍한) 운명이 

다른 동물과 싸우게 되는 발톱 없는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무

방비 상태이므로 고양이는 심하게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죽게 될 수도 

있다.

정·오답 근거

①   발톱이 없는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없는’을 의미하는  

전치사 without은 적절하다.

②   발톱이 없는 고양이는 점프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hard는  

적절하다.

③   발톱이 없는 고양이가 처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Best가 아닌 Worst가 적절하다.

주어(동명사구) 동사

= because it(= giving love) calms you and reduces ~

❹   발톱이 없는 고양이의 운명에 대한 구체적 예는 부상을 당하고 죽임

을 당하게 된다는 마지막 문장에 잘 나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운명

을 묘사하는 형용사로는 terrific(멋진)이 아닌 terrible(끔찍한)이 

적절하다.

⑤   발톱이 없는 고양이가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른 동물

에 대한 방어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무방비의’를 뜻하는 

defenseless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remove[rimúːv] 제거하다       

scratch[skræʧ] 할퀴다, 긁다     claw[klɔː] 발톱       

groom[ɡruːm] 손질하다     landing gear 착륙 장치       

deprive[dipráiv] 박탈하다, 빼앗다 (of )       

declawed[diːklɔ́ː d] 발톱이 없는       

starvation[staːrvéiʃən] 굶주림, 기아     grab[ɡræb] 붙잡다, 움켜잡다     

fate[feit] 운명     practically[prǽktikəli] 사실상, 실제로       

severely[səvíərli] 심하게       

wounded[wúːndid] 상처를 입은, 부상당한 

01 ① 02 ② 03 ⑤ 04 ②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5회 p  94 ~ 95

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재귀대명사, 「I wish + 가정법 과거」, 「prefer A to B」, 

「used to + 동사원형」, 관계대명사 what

전문해석  어머니가 우리집에 오셨을 때, 나는 아침 식사에 어머니가 

마실 차와 내가 마실 커피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네가 그러지 않으면 

좋겠구나. 나는 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는 집에서 아침 식사 때 늘 차를 드셨잖아요.”라고 내가 

말했다. “맞아.”라고 어머니가 동의하셨다. “그게 말이지, 결혼 전에 나

는 아침 식사 때 커피를 마시곤 했지만, 너희 아버지가 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둘 다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단다.” 나는 어머니

가 커피를 더 좋아하신다면 커피를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오답 근거

❶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므로 대명사 me가 아니라 재귀대명사 

myself를 써야 한다.

②   「I wish +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가정하는 사실의 시점이 주절의 

시점과 같으므로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 것은 알맞다.

③   prefer는 ‘더 좋아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than이 아닌 to를 이용해 

‘~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used to + 동사원형」은 ‘(과거에) ~하곤 했다’는 의미이며, 현재는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⑤ what은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이끌며 주격보어 역할을 한다.

어휘 담기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protest[próutest] 항의하다 ; 주장하다     silly[síli] 어리석은, 바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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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əɡdʒést] 말을 꺼내다, 권하다

비교 표현 중에 than 대신에 전치사 to를 사용하여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쓰임에 유의한다. 

senior to (~보다 손위의), junior to (~보다 손아래의), 

superior to (~보다 우수한), inferior to (~보다 열등한), 

preferable to (~보다 더 좋은)

This product is superior to that in quality and quantity. 

이 제품은 질과 양에서 저 제품보다 우수하다.

전치사 to와 함께 쓰이는 비교 표현을 정리해 보자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to부정사의 부정,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당신이 관광객이든, 학생이든, 혹은 사업가이든 간에 당신

이 방문하는 나라의 선물을 주는 관습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

어, 만약 당신이 저녁 식사에 초대된다면 꽃은 전 세계적으로 무난한 선

물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받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붉은 장미는 로맨스를 상징

하기 때문에 (식사 초대에는) 부적절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는 짝수 송이의 꽃을 받는 것을 불운으로 여긴다. 당신이 홍콩에 있다면 

피해야 할 선물은 시계인데,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가위나 칼은 관계

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오답 근거

(A)   the country가 선행사이며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

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낸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부사 where를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B)   to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부정어 not을 붙이므로 not to offend

가 알맞다.

(C)   선행사(clocks)를 받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고 앞에 콤마(,)가 있

으므로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which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that은 계속적 용법에는 쓸 수 없다.

어휘 담기  offend[əfénd] (기분을) 상하게 하다, 불쾌감을 주다     

symbolize[símbəlàiz] 상징하다       

inappropriate[ìnəpróupriət] 부적절한       

even number 짝수 (↔ odd number 홀수)       

indicate[índikèit] 가리키다, 지시하다

03���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주식회사 America Online(AOL)은 1985년에 고객들에

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설립한 지 겨우 15년 만에 AOL은 2천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

하고, 수입 면에서는 경이적인 성장을 한, 세계 일류의 온라인 서비스 회

사로 새 천년을 맞이했다. 세계 굴지의 미디어 회사인 주식회사 Time 

Warner와 합병한 뒤, AOL은 확실히 인터넷 거인으로 변신했다. (두 회

사를) 합산하여 360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주식회사 AOL Time 

Warner는 인터넷 시대의 세계 1위 미디어 통신 회사로 알려져 있다.

정·오답 근거

(A)   ‘설립한 ’ 지 15년 만에라는 의미이므로 founding이 적절하다. 

funding은 ‘자금 조달’을 의미한다. 

(B)   돈을 지불하는 ‘가입자’를 의미하는 subscribers가 적절하다. 

describer는 ‘묘사하는 사람’의 뜻이다. 

(C)   ‘합병하다’는 의미이므로 merging이 적절하다. emerge는 ‘나오다, 

나타나다’의 뜻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Since merging with the world’s leading media 

company, Time Warner Inc.,  AOL has clearly 

transformed itself into an Internet giant.
▶ Since ~ company는 분사구문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접속사 Since를 생략하지 않았다.

어휘 담기  remarkably[rimáːrkəbli] 놀랍게도     

millennium[miléniəm] 천년     leading[líːdiŋ] 선도하는, 일류의     

phenomenal[finámənl] 놀랄만한, 경이적인       

revenue[révənjùː] 수입     transform[trænsfɔ́ː rm] 변형시키다

04���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흔히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한 조사연

구는 이러한 통념을 반박했다. 연구팀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 연령(→ 성

별)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400여 명의 대

학생들에게 2일에서 10일 동안 마이크를 달았다. 이 참가자들이 말한 

단어의 개수가 계산되었다. 여자들은 16,215개의 단어를 말했고, 남자

는 15,669개의 단어를 말했다. 차이는 겨우 576개 단어이며 연구팀은 

그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어

진 상황에서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느냐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달려 있

다. 연구는 또한 대화의 목적을 살펴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사람과는 그 차이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정·오답 근거

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

는’ 내용에 관한 연구가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contradicted는 

적절하다.  

= Since AOL merged with ~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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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앞 문장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말이 많다는 통념에 대해 말하고 있으

므로 이어지는 조사연구의 내용은 ‘연령별’ 차이가 아닌 ‘성별’의 차

이에 기초한 것이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ages가 아닌 genders

가 되어야 한다. 

③   며칠 동안 참가자들이 말한 단어의 개수가 ‘계산되었다’는 흐름이  

알맞으므로 calculated를 쓴 것은 적절하다.

④   연구팀은 남녀 간의 단어의 개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

음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statistically는 적절하다.

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

지만, 가까운 사람과는 그 차이가 사라진다는 내용이므로 difference를 

쓴 것은 적절하다.

어휘 담기  big talker 허풍쟁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common belief 통념 ; 일반적인 생각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microphone[máikrəfòun] 마이크, 마이크로폰       

significant[siɡnífikənt] 중요한 ; 의미가 있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통       

context[kántekst] 상황, 정황       

conversational partner 대화 상대       

vanish[vǽniʃ] 사라지다, 없어지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⑤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6회 p  96 ~ 97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so ~ that ...」, 관계대명사, 도치, 셀 수 있는 명사,  

수동태

전문해석  현대의 위대한 경청가 중 한 명은 Sigmund Freud였다. 

Freud를 만났던 한 남자는 그의 듣는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에게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집중된 주

의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통찰력 있는 ‘영혼을 꿰뚫

어 보는 응시’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보여준 집중력과 내가 한 말을 존중해 

주는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들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정·오답 근거

①   결과를 나타내는 「so + 형용사 / 부사  +  that절」 구문으로, 동사

(struck)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므로 forcibly는 알맞다.

②   He had qualities.와 I had never seen them in any other 

man이 결합된 형태로 두 문장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에 의

해 연결된 것이다.

③   I had never seen~ 의 문장에서 부정어인 Never가 문장 맨앞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것이다.

④   ‘소수, 적은 수’라는 의미로 앞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 gestures를 

가리키므로 few는 적절하다. little은 양을 나타낼 때 쓰인다. 

❺   「listen to A」가 「A is listened to」의 수동형이 된 것이므로 전치

사 to는 생략할 수 없다. 

어휘 담기  describe[diskráib] 묘사하다, 표현하다       

strike[straik] 인상을 주다, 감동시키다     forcibly[fɔ́ː rsəbli] 강하게     

quality[kwáləti] 자질 ; 특성       

concentrated[kánsəntrèitid] 집중된       

attention[əténʃən] 주의(력), 주목       

piercing[piərsiŋ]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penetrate[pénətrèit] 꿰뚫다, 관통하다     gaze[ɡeiz] 응시, 주시     

appreciation[əprìːʃiéiʃən] 감상 ; 감사, 존중       

extraordinary[ikstrɔ́ː rdənèri] 비범한, 놀라운

02���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완료부정사

전문해석  단 한 번만 물려도 치명적인 안경뱀은 스리랑카 전역에 서

식한다. 따라서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들에게) 물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어린이들이며, 그들 중 일부는 사망한다.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스리랑카 인들이 근처 장작더미나 논에 우연히 

대담하게 들어온 코브라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스리랑카 인 대

부분은 불교 신자들이다. 그들의 종교에 따르면 옛날에 이 안경뱀이 목 

뒤쪽의 후드 부분을 펼쳐서 부처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이 

뱀이 부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부처는 이 뱀의 머리 

뒤에 안경 모양의 붉은 점이 나타나게 했다고 한다.

정·오답 근거

(A)   주어가 복수인 cobras이므로 동사도 복수 형태인 are가 적절하다.

(B)   ‘놀라게 하는’의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형 surprising이 적

절하다.

(C)   말해지는 시점은 현재이고, 부처가 뱀의 머리 뒤에 안경 모양의 붉

은 점을 나타나게 한 시점은 말해지는 시점보다 앞서므로 완료부

정사 to have given이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o show that the cobra was under his protection, the 

Buddha is said to have given the snake the spectacles-

like red mark [that appears on the back of its head].

▶ 첫 번째 that은 show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두 번째 that

은 the spectacles-like red mark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담기  bite[bait] 물기; 물린 상처     victim[víktim] 희생자     

venture[vénʧər] 위험을 무릅쓰고 ~하다, 대담하게도 ~하다       

woodpile[wúdpail] 장작더미       

~하기 위하여(목적) 접속사 (지배, 감독, 영향 등의) 아래에

완료부정사(동사 is said보다 한 시제 앞섬)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 the sn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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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mədʒɔ́ː rəti] 대다수; 대부분의       

shelter[ʃéltər] 거처, 은신처     hood[hud] 두건; (독사의) 우산 모양의 목     

protection[prətékʃən] 보호; 보호자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코페르니쿠스의 학설, 즉 태양 중심설은 Galileo가 그것

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609년, Galileo가 작은 굴절 망원경을 만들어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금성의 상(相)들을 발견했다. 그는 코페르니

쿠스의 학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교회 당국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비록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믿음과 저작물을 부인해야 했지만, 그 강력한 학설은 은폐될 수 

없었다. 

정·오답 근거

(A)   태양 중심설이 ‘주목’을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attention이 적절하다. 

attendance는 ‘출석’의 뜻이다. 

(B)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나타내다’의 의미이므로 

indicating이 적절하다. dedicate는 ‘헌신하다’의 뜻이다. 

(C)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은폐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suppressed가 적절하다. impress는 ‘감명을 주다’의 뜻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He began to speak and write in favor of the Copernican 

system, which caused him to be tried by the ecclesiastical 

authorities.
▶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로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을 받기도 한다. 

이 문장에서는 앞에 나온 절 전체가 선행사로 쓰였다.

어휘 담기  refracting telescope 굴절 망원경       

phase[feiz] (주기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달의) 상〔모습〕; 양상, 국면       

revolve[riválv] 공전하다; 회전하다     in favor of ~을 옹호하여     

ecclesiastical[iklìːziǽstikəl] 교회의; 성직자의     

repudiate[ripjúːdièit] 부인하다      

04���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만일 당신이 석면에 노출되면, 당신이 흡입하는 대부분의 

섬유조직은 숨을 내쉴 때 배출되며 극소수의 섬유조직만이 폐에 남는

다. 석면을 구성하는 광물 섬유는 아주 작은 칼과 같은 작용을 해서 폐 

안쪽의 공기주머니(폐포)에 극히 미세한 상처를 내는 원인이 된다. 이 공

기주머니는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당신이 숨을 쉴 때, 산소를 채

우고 배출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섬유조직은 폐의 내벽을 두껍게 하는 

상처를 입힌다. 폐가 두꺼워지면 그것은 탄력성을 잃어 당신이 숨을 쉴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에 의해 재판을 받다

때 받아들이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공장이나 조선소에서 석면에 노

출된 사람들을 살핀 연구로 보아 우리는 많은 양의 석면 섬유를 흡입하

는 것이 폐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오답 근거

①   석면에 노출되면, 숨을 쉴 때 흡입하는 대부분의 섬유조직은 ‘배출

된다’는 내용이므로 expelled는 적절하다. 

②   석면을 구성하는 광물 섬유가 작은 칼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써 상처

를 내는 ‘원인이 되므로’ cause는 적절하다.

③   공기주머니는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숨을 쉴 때 산소를 채우고 

‘배출한다’는 의미이므로 releasing은 적절하다.

④   상처를 입히는 섬유조직 때문에 폐가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 숨을 

쉴 때 받아들이는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내용이므로 reduced는 

적절하다.

❺   많은 양의 석면 섬유를 흡입하는 것이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우므로 decreased를

increased로 고쳐야 한다.

어휘 담기  be exposed to ~에 노출되다       

fiber[fáibər] 섬유조직, 섬유(질)     inhale[inhéil] 들이쉬다, 흡입하다     

exhale[ekshéil] 내쉬다     mineral[mínərəl] 광물(의)       

microscopic[màikrəskápik] 극히 작은, 미세한       

puncture[pʌ́ŋkʧər] 찌르기; (찔러서 난) 상처, 구멍  

air sac 공기주머니     scar[skaːr] 상처를 남기다       

elastic[ilǽstik] 탄력(성) 있는        

property[prápər̀ti] 성질, 특성       

shipyard[ʃípjàːrd] 조선소      

01 ④ 02 ④ 03 ② 04 ④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7회 p  98 ~ 99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가정법 과거, 비교구문, 지시대명사, 관계대

명사

전문해석  원시 지구에 살았던 박테리아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

히 우리와 공존한다. 대다수는 변했고, 지구의 황량한 초기 환경이라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박테리아들은 그렇게까

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일부 박테리아는 물의 끓는점인 100보

다 높은 온도에서도 생장할 수 있다. 이런 박테리아들은 깊은 바닷속이

나 지구 내부에 산다. 또 어떤 종들은 방사선에 내성이 있다. 박테리아는 

극한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지

구의 여러 지역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능력면에서 정말 주목할 만하

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어디든, 박테리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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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① 주어인 Descendants가 복수이므로, 동사는 are가 적절하다.

②   ‘현재의 지구가 과거의 지구처럼 황량한 환경이라면’이라는 현재 사

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would ~ 

be) 시제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③   앞의 명사 temperatures를 수식하고 있고, the boiling point of 

water와 비교하고 있으므로, higher than은 적절하다.

❹   지칭하는 것이 bacteria인데 이는 bacterium의 복수형이므로, 

its가 아닌 복수형 their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복수인 선행사 par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므로 복수형 

동사 are를 쓴 것은 적절하다.

어휘 담기  descendant[diséndənt] 후손     

primitive[prímətiv] 원시의     harshness[háːrʃnis] 황량함; 거침     

boiling point 끓는점     resistant[rizístənt] 내성이 있는; 저항하는     

radiation[rèidiéiʃən] 방사선       

remarkable[rimáːrkəbl] 주목할 만한       

in terms of ~의 관점에서     adaptation[ӕdəptéiʃən] 적응     

extreme[ikstríːm] 극도의     thrive[θraiv] 번성하다     

inhospitable[inháspitəbl] 황폐한; 살기에 부적당한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to부정사의 관용 표현, 「동사 + 부사」와 「동사 + 전치사」

의 구분,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해마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괴롭힘을 받았던 시절과 그

로 인해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어김없이 이야기해 준다. 내가 겪었

던 감정과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욕을 

하고, 그 밖의 다른 형태로 당혹스럽게 할 때 (당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로서는 굴욕적이었던 그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제

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오답 근거

(A)   ‘반드시 ~하다’의 의미로 「make it a point to부정사」의 구문이 

쓰였으므로 to tell이 와야 한다. 같은 의미로 「make a point of 

-ing」 또는 「make it a rule to부정사」로도 쓸 수 있다.

(B)   「동사 + 부사」 형태일 때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동사와 부사 사이에 쓰지만 pick on(~를 괴롭히다)과 같이 「동사 

 + 전치사」 형태일 때는 목적어를 전치사 뒤에 써야 하므로 pick 

on them이 올바르다.

(C)   이어지는 절의 주어가 없으므로, tim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 와야 한다. 관계부사 when 다음에는 「주어 + 동사」

의 완전한 절이 와야 한다. 

어휘 담기  bully[búli] (약한 자를) 괴롭히다〔왕따시키다〕       

go through ~을 겪다     call ~ names ~을 욕하다       

embarrassment[imbǽrəsmənt] 당황, 난처       

comfortable[kʌ́mfərtəbl] 편안한     share[ʃԑər] 나누다, 공유하다     

humiliating[hjuːmílièitiŋ] 굴욕적인

「make it a point〔rule〕 to부정사」는 ‘항상〔반드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make a point of -ing」로 바꿔 쓸 수 있다. 

주요 관용 표현

•  It takes + 목적어 + 시간 + to부정사: (목적어)가 ~하는 데 …의 시

간이 걸리다

•  in order to부정사: ~하기 위하여(= so as to부정사)

•  형용사 + enough + to부정사: ~할 만큼 …한

•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   feel like -ing: ~하고 싶다

•  It is no use〔good〕 -ing: ~해도 소용없다

어법 이것만은 꼭!  부정사와 동명사의 관용 표현

03���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전체주의 정부는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가족, 교

회, 기업, 노조와 같은 단체들을 통제하거나 파괴하고자 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린다. 그들은 모든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국민들

이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 모든 유형의 전체주

의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이나 테러 위협

을 이용한다. 중국, 쿠바 그리고 북한에 오늘날 전체주의를 시행하고 있

는 정부가 있다.

정·오답 근거

(A)   제시된 가족, 교회, 기업, 노조 등은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institutions가 적절하다. intuition은 ‘직관 ’을 의미한다.

(B)   전체주의 정부들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것이므로 opposition

이 적절하다. oppression은 ‘억압, 압박’의 의미이다.

(C)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다’의 의미이므로 maintain이 알

맞다. contain은 ‘담다, 포함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loyalty[lɔíəlti] 충성     labor union 노조       

put down (무력으로) 진압하다     state[steit] 국가       

all-important[ɔ́ː limpɔ̀ː rtənt] 가장 중요한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Dan DeRose는 학교에 광고를 도입하면 돈이 몹시 쪼들

리는 학군에 돈이 들어온다고 기자들에게 말한다. 그는 한 음료 회사와 

다른 음료 회사를 독점 거래를 위한 입찰 전쟁에서 경쟁시킴으로써 학

교에 제안하는 금액을 올려놓았다. “Kansas City에서는 전에는 아이 

한 명당 67센트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27달러를 받고 있습니다.”라

고 그는 한 기자에게 말했다. 주요 음료 회사들은 DeRose를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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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그와 거래하지 않는 쪽을 더 택한다. 그는 그들의 친절(→ 적대

감)을 성공의 신호로 본다. 그는 학교에서의 광고가 아이들을 부도덕하

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이런 경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

해 관용적이지 않다. “페니실린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라고 그는 

‘Fresno Bee’ 신문에 말했다.

정·오답 근거

①   학교에 광고를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글이므로 introduction은 

적절하다.

②   독점 거래에 대한 경쟁 입찰을 유도하면 음료 회사가 학교에 제안하

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므로 raised는 적절하다.

③   음료 회사들이 그와 거래하지 않는 쪽을 ‘더 택한다’는 의미가 되어

야 문맥이 성립되므로 prefer는 적절하다.

❹   앞 문장에서 주요 음료 회사들이 Dan DeRose를 좋아하지 않는

다고 했으므로 그들이 Dan DeRose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friendliness(친절, 호의)를 hostility(적

대감, 적의)로 고쳐 써야 한다. 

⑤   Derose는 학교에서 광고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광고가 학생

들을 ‘부도덕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자연스러

우므로  corrupt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pit A against B A를 B와 겨루게 하다       

school district 학구, 학군      badly[bǽdli] 몹시, 심하게       

beverage[bévəridʒ] 음료     bidding[bídiŋ] 입찰     

exclusive[iksklúːsiv] 독점적인       

deal[diːl] 거래; 거래하다     mark[maːrk] 신호, 표시     

tolerance[tálərəns] 인내, 참을성       

critic[krítik] 비판하는 사람, 비평가     trend[trend] 경향, 추세

01 ① 02 ③ 03 ② 0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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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가목적어 it, 「too ~ to ...」, 병렬구조, 관계대명사 

what, 비교·도치구문

전문해석  경쟁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긴장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 중의 일부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신체 활동의 실질적인 양

이나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관여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이다. 그와 같은 신체 활동이 약물 처방보다 스트

레스에 훨씬 더 이로운 치료법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

고 있다.

정·오답 근거

❶   5형식 문장에서 to부정사가 목적어인 경우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쓰

고 진목적어인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 뒤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to relax impossible은 it impossible to relax가 되어야 한다. 

②   「too ~ to ...」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는 「so ~ that + 주어 + can’t ...」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동명사 playing과 병렬구조이므로 동일한 

형태인 동명사 painting을 썼으며, pictures는 동명사 painting

의 목적어이다.

④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을 이끌어 주어 

역할을 하고, does는 동사 matter를 강조하는 조동사로 쓰였다.

⑤   such physical activity와 the prescription of drugs를 비교하

는 문장으로 앞의 better와 than이 호응을 이루고 있고, does는 

constitutes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였으며, 강조를 위해 주어인 

the prescription of drugs와 도치되었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Some of these people will find [tha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r painting pictures will help them to relax].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동사 find의 목적어이며 that절의 주어는 동

명사구(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r painting pictures), 동사는 

will help이다.

어휘 담기  competitive[kəmpétətiv] 경쟁심이 강한, 경쟁적인       

be anxious to ~하기를 열망하다     musical instrument 악기     

passive[pǽsiv] 수동적인       

engagement[inɡéidʒmənt] 개입, 참여; 약속     

constitute[kánstətjùːt] ~이 되다 ; 구성하다      

prescription[priskrípʃən] 처방, 조제; 지시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because의 쓰임, 동사와 분사의 구분,   

「It is ~ that …」  강조구문

전문해석  백인 아기들은 태어날 때 언제나 눈이 파랗다. 이것은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색소인 멜라닌이 홍채 표면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것은 홍채의 주름 안에 있다. 홍채 표면에 멜라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눈은 파란색을 띤다. 몇 달 후에 멜라닌은 홍채 표면으로 이동한다. 한 

사람의 영구적인 눈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멜라닌의 양이

므로, 아기가 일생 동안 갖게 될 눈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시

점이다.

정·오답 근거

(A)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내용이 주어인 This(서양 아기들이 태어날 

때 눈이 파란 것)의 이유(원인)에 해당하므로, because가 적절하

다. why는 결과의 내용을 수반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help + 목적어 + 목적격보어 (to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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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절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이고, 주어는 the eyes이므로 appear

가 적절하다.

(C)   「It is ~ that ...」 강조구문으로, 강조되는 내용이 at this point라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that이나 when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t is the amount of melanin on the surface that 

determines a person’s permanent eye color, so it is at 

this point that a baby’s eyes develop the color [(that) 

they will have for a lifetime].

어휘 담기  melanin[mélənin] 멜라닌, 흑색소      

surface[sə́ː rfis] 표면; 외양     iris[áiəris] 홍채     

permanent[pə́ː rmənənt] 영구적인, 불변의       

lifetime[làiftáim] 일생

03���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관점과 어조는 이야기나 보고문에 제시된 생각들의 전달과 

이해 둘 다에 영향을 준다. 저자의 관점은 주제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저자가 느끼는 방

식인 것이다. 신문 사설, 논설, 혹은 ‘특집’ 기사와 같은 일부 기사들은 

개인의 관점을 표현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명백히 진술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자가 이를 간접적으로 진

술하기도 하므로 독자들이 저자의 관점을 추론해야만 한다.

정·오답 근거

(A)   저자의 생각이 ‘제시된다’는 의미이므로 presented가 와야 한다. 

resent는 ‘분개하다’의 의미이다. 

(B)   개인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의도되다’의 의미이므로 intended가 

와야 한다. ‘ A가 ~하도록 의도하다’의 의미인 「intend A to부정

사」가 수동태가 되어 「A is intended to부정사」의 형태가 되었다. 

extend는 ‘넓히다, 확장하다’의 의미이다.

(C)   저자의 관점을 ‘추론하다’의 의미이므로 infer가 와야 한다. refer

는 ‘언급하다, 조회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viewpoint[vjúːpɔìnt] 관점, 견해       

author[ɔ́ː θər] 저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at is)     

issue[íʃuː] 쟁점, 시안    article[áːrtikl] 기사     

editorial[èdətɔ́ː riəl] 사설, 논설       

argument[áːrɡjumənt] 논설 ; 논쟁       

feature[fíːʧər] 특집 기사 ; 특징       

state[steit] 진술하다, 명확히 제시하다       

at other times 평소에는, 또 어떤 때에는

「It is ~ that」 강조구문 1

강조구문 2

(= when)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생략
일생 동안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when, 

where, why는 각각 시간,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필요하

지만,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쓰지 않는다. 

In other words, it is the way〔how〕 the author feels 

about the issues he or she introduces.

▶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가 있으므로 관계부사 

how를 함께 쓸 수 없다. how를 쓸 경우, the way는 쓸 수 없다. 

어법 이것만은 꼭!  관계부사 how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시간 관리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한 연구에서, Wilfr id 

Laurier 대학의 Roger Buehler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기 에세이를 

자신들이 언제 끝낼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해 보라고 요청했다. 학생들

은 자신들이 평균적으로 마감일 10일 전에 과제를 제출할 것으로 믿었

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실제로는 에세이를 마감 

딱 하루 전에 끝내는 경향이 있었다. ‘계획 오류’라고 알려진 이 효과는 

자신의 에세이를 기한 내에 끝내고자 하는 학생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집단으로 일

하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이고자 

할 때조차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경

향이 있으며, 불가피한 예상하지 못했던 지연과 뜻하지 않은 문제점들

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오답 근거

①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제물을 ‘제출하다’의 의미이므로 submit는 

적절하다.

②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제물 제출 날짜를 맞출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으므로 optimistic(낙관적인)은 적절하다.

③   이 효과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뒷받침해 주

는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limited는 적절하다.

❹   사람들이 자신의 과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 돌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

아 실제보다 짧은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overestimate(과대

평가하다)를 underestimate(과소평가하다)로 고쳐야 한다.

⑤   불가피한 지연과 뜻하지 않은 문제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므

로 unexpected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insightful[ínsàitfəl] 통찰력이 있는     term[təːrm] 학기     

fallacy[fǽləsi] 오류, 착오     tendency[téndənsi] 경향     

inevitable[inévətəbl] 불가피한     delay[diléi] 지연, 연기     

unforeseen[ʌ̀nfɔːrsíːn] 뜻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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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③ 03 ③ 04 ⑤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09회 p  102 ~ 103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관계부사, 동명사의 쓰임, 「spend +  시간 + -ing」,  

동등비교, 지각동사의 보어, 「seem + to부정사」

전문해석  월드컵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릴 시즌이다! 만일 당신이 축

구가 국민 스포츠인 나라 중 한 곳에 살게 된다면, 또 다시 당신은 한 달 

동안 축구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선수들의 신체 컨디션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몇 시간을 보낸

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축구에) 사로잡혀 있다. 평상시에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

들이 열광적으로 애국적이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이기고 있으면,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는 노래도 부른다. 성인 남녀라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깨달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

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으며, 그 11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기 시작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 주위의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도 그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정·오답 근거

①   the countri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다.

②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spend + 시간 + (in) -ing」  

구문으로 discussing은 적절하다. 

③   동등비교 구문으로 「as + 원급 + as」 형태가 되어야 하며, 과거분사형 

형용사의 원급이 쓰였으므로 적절하다.

❹   지각동사 look은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므로 부사인 foolishly가 아

니라 형용사인 foolish가 와야 한다.

⑤   ‘~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의 「seem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matter는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f their team is winning, they wave flags, shout, and 

even sing.

▶ if가 ‘가정’이 아닌 ‘조건’으로 쓰였으므로 접속사 when(~하는 경우에는, 

~하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담기  national[nǽʃənl] 국가의; 전국민의       

discuss[diskʌ́s] 논의하다, 토론하다     physical[fízikəl] 신체의     

journalist[dʒə́ː rnəlist] 기자     obsessed[əbsést] 사로잡힌, 홀린     

reasonable[ríːzənəbl] 이성적인, 분별이 있는       

wildly[wáildli] 미친 듯이; 몹시, 아주       

patriotic[pèitriátic] 애국적인, 애국심이 강한       

go up in smoke 연기처럼 사라지다

= When 주어 동사 1 동사 2

동사 3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완전자동사, 현재완료시제, 수 일치

전문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텍사스의 Poppy Mallow에 대해 전

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식물은 텍사스의 몇몇 지역에서만, 그것도 깊

은 모래층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난다. 오늘날 Mallow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건축용으로 모래를 사용하는 건설 회사들이 여러 해에 걸쳐 

그것의 서식지를 많이 파괴해 버렸다. 특정 식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직

접적으로 먹이나 서식처로 삼는 동물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결국, 그러

한 동물을 먹이로 하는 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모든 생물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정·오답 근거

(A)   앞의 동사 (grow)가 완전자동사이므로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없다. 

따라서 명사구인 only a few places가 아닌 부사구 only in a 

few places가 적절하다.

(B)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for years)로 보아, 현재완료시제 (have 

destroyed)가 적절하다.

(C)   scientists say는 삽입절이고, All life가 주어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layer of sand 모래층       

in danger 위험에 처해 있는(= at risk)     

construction[kənstrʌ́kʃən] 건설     habitat[hǽbitӕ̀t] 서식지     

in turn 결국, 결과적으로; 차례로, 번갈아   

interrelate[ìntəːrriléit] 상호 관계를 갖다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출장 중에 나의 아버지는 공항의 보안 검색대로 다가갔다. 

군복을 완벽히 차려 입은 군인이 아버지 앞에 줄 서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군인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그는 수갑과 회중전등과 같은 다른 물품과 함께 

M-16 소총을 안전 요원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지나갔을 때, 여전히 경

보가 울렸다. 더 조사를 했더니 그의 한쪽 주머니에서 스위스 군용 칼

(맥가이버 칼)이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이 품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전 요원이 그 군인에게 말했다. 

정·오답 근거

(A)   검색대에 ‘다가가는’ 것이므로 approached가 알맞다. reproach는 

‘비난하다’의 뜻이다.

(B)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것이므로, t h rough가 알맞다. 

thorough는 ‘철저한, 충분한 ’을 뜻하는 형용사이다.

(C)   ‘금지된’ 품목을 뜻하므로 prohibited가 알맞다. exhibit는 ‘전시

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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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담기  security[sikjúərəti] 보안      

checkpoint[tʃékpɔìnt] 검문소     detector[ditéktər] 탐지기     

security personnel 보안 요원     handcuff[hǽndkʌf̀] (pl.) 수갑     

flashlight[flǽʃlàit] 회중전등     inspection[inspékʃən] 검사, 조사    

04���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친구가 거의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혐오감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양한 얼굴 표정들과 짝지어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인기 있는 

아이들보다 잘못 짝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유치원생들에게 그들

이 누군가와 친구가 되거나 혹은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방법을 설명

해 보라고 했을 때, 자멸적인 대답을 생각해 낸 것은 인기 없는 아이들

이었다. 십대들에게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장난기 넘치는 역할극을 해

보라고 했을 때, 더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연기

를 펼쳐 보였다. 그런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더 잘하기에 자

신들이 무력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도 어쩌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친구를 사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효과가 없었던 똑같은 방법을 그저 중단하거나(→ 계속해 나가거나), 아

니면 훨씬 더 적절하지 못한 시도를 한다.

정·오답 근거

①   인기가 없는 학생이 감정 파악에 있어서 훨씬 ‘더’ 서툴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more는 적절하다.

②   자멸적인 대답을 하는 아이가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이 글의 

내용이므로 unpopular는 적절하다.

③   인기가 없는 아이가 설득력이 ‘가장 떨어지는’ 공연을 펼쳤다고 해야 

내용상 자연스러우므로 least는 적절하다.

④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력해서’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없다고 믿는다는 내용이므로 helpless는 적절하다.

❺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는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 새로운 방법을 터

득하는 대신에, 효과가 없었던 예전의 방식을 ‘계속 사용한다’고 해

야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stop을 keep으로 고쳐 써야 한다.

어휘 담기  grade-schooler[gréidskùːlər] 초등학생     

disgust[disɡʌ́st] 혐오감       

mismatch[mismǽʧ] 잘못 짝짓기; 잘못 짝짓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self-defeating[sèlfdifíːtiŋ] 자멸적인       

mischievous[mísʧəvəs] 장난을 좋아하는, 짓궂은     

convincing[kənvínsiŋ] 설득력 있는     helpless[hélplis] 무력한      

inept[inépt] 부적절한

01 ② 02 ① 03 ① 04 ②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10회 p  104 ~ 105

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비교구문, 분사구문, 지각동사의 보어, 「only +  to부정사」, 

관계대명사 what

전문해석  몇몇 연구자들은 10년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

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즐기며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암에 걸릴 위

험이 5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당신을 피곤하고 지쳐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또한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하는 주중에는 사람들이 매우 자주 요

통이나 두통, 위장병에 시달린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신기하게도’ 그런 

증세가 없어졌다가 월요일 아침에 결국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오답 근거

①   time에 ‘-s’가 붙어 배수를 나타내며, more than은 수사 앞에  

쓰여 ‘~보다 많이, ~ 이상의’의 의미를 갖는다.

❷   as they are compared to those who~ 가 분사구문으로 바뀐 

형태이므로, comparing to는 compared to로 써야 한다. 

③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look이 나왔으며, ‘~하

게 보이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look+ 보어(형용사)」의 형

태가 되어야 하므로, tired와 exhausted는 알맞은 형태이다.

④   「only + to부정사」 구문은 ‘결국 ~할 뿐이다’라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결과를 나타낸다.

⑤   what은 love의 목적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Some researchers have discovered [that people with a 

ten-year history of workplace stress face more than 

five times the risk of developing cancer compared to 

those who enjoy their work].

▶ that은 have discovered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that절의 주

어는 people이고 face가 동사이다.

어휘 담기  face[feis] 직면하다     develop[divéləp] (병을) 발병시키다      

dissatisfied[dissǽtisfàid] 불만족스러운       

exhausted[iɡzɔ́ː stid] 기진맥진한       

symptom[símptəm] 증상, 증세; 징조       

necessary[nésəsèri] 필요한, 필수적인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병렬구조, 「if any」 구문

전문해석  이미지 광고로 알려진 전략을 선호하는 많은 광고주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유사 상품보다 자사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 하도록 하

기 위해 제품에 남다르고 호소력이 있는 개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그 개성은 부분적으로는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으로 만들어 지지만, 보

접속사 주어

동사

5배나 더 많은 = as they are compared to

= the peopl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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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하게는 광고가 제품과 연관시키는 말과 그림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 개성은 브랜드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광고주들은 브랜드 이

미지가 종종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브랜드보다 한 브랜드를 선택하도

록 유도한다고 믿는다. 브랜드 이미지는 세제, 청바지, 햄버거, 청량음

료와 같은 상품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의 범주

에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오답 근거

(A)   Many advertisers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동사의 복수형인 seek

이 적절하다.

(B)   「by + 명사구(by the product’s design and packaging)」가 

but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by the words and 

pictures가 되어야 한다.

(C)   앞의 few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의 의미이

며, 뒤의 명사 differences를 수식하는 if any가 와야 한다.

어휘 담기  advertiser[ǽdvərtàizər] 광고주     

strategy[strǽtədʒi] 전략; 계획       

personality[pə̀ː rsənǽləti] 개성; 인격       

appealing[əpíːliŋ] 호소하는, 마음을 끄는       

packaging[pǽkidʒiŋ] 포장     brand[brænd] 상표; 품질     

commodity[kəmádǝti] 상품     detergent[ditə́ː rdʒənt] 세제     

category[kǽtəɡɔ̀ː ri] 범주; 종류; 부문

양보의 뜻을 가진 생략구문으로 if any는 전후의 명사를 수식하고,  

if ever는 전후의 동사를 수식한다.

There is little room, if any(= if there is any rooms). 

(혹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밖에는 없다.

He seldom, if ever(= if he ever goes there), goes to 

the movies. 

그는 영화를 보러 가기는 하더라도, 아주 드물게 간다.

「if any」와 「if ever」 구문을 정리해 보자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인공지능 자동차의 가장 편리한 측면 중의 하나는 길을 찾

아 주행하는 능력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에 가고자 하는 곳을 말하면 인공

지능 자동차는 GPS(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 항법 장치와 전산화된 지도

를 이용해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길을 알아낼 

수 있다. 심지어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면 이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다. 인

터넷에 연결된 통신 장비들을 이용해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앞에 있는 도

로에서의 문제점들을 알려 주고, 운전자의 사무실, 가장 좋아하는 피자

집, 혹은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정·오답 근거

(A)   인공지능 자동차의 편리한 ‘면, 측면’이라는 의미이므로 aspects

가 적절하다. suspect는 명사로 쓰이면 ‘용의자’, 동사로 쓰이면 

‘의심하다’의 의미이다.

(B)   운전자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destination이 적절하다. 

description은 ‘묘사’를 의미한다.

(C)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라는 의미이므로 connected가 적절하다. 

collected는 ‘수집한’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convenient[kənvíːnjənt] 편리한; 가기 쉬운     

navigate[nǽvəɡèit] 항해하다, 조종하다     

by means of ~에 의하여     device[diváis] 장치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하다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려 주다

04���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1940년대 초에, 미국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국내 육류 공급의 많은 부분을 유럽과 태

평양 전역에 보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크와 돼지고기 살의 

이용 가능성이 증가하기(→ 줄어들기) 시작했다. 1941년 후반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을 때, 뉴욕의 식당들은 햄버거에 말고기를 사용하고 있

었고 닭고기 암시장이 등장했었다. 연방 정부의 관리들은 너무 오랜 전

쟁을 위한 노력 때문에 국민들이 단백질 결핍 상태에 놓일 것이 걱정되

었다. “이 문제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에서 점점 더 크게 드러나

게 될 것입니다.”라고 1943년에 전직 대통령인 Herbert Hoover는 

정부 발행 책자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밝혔다. “우리의 농장들은 가축을 

돌볼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영국인과 러시아 인들에게도 

보급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육류와 지방질 식품이 탱크

와 비행기만큼이나 군수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답 근거

①   ‘국내에 있는’ 고기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므로 domestic은 적절하다.

❷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할 많은 육류가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어

졌으므로, 국내에서의 육류 이용 가능성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ncrease(증가하다)를 dwindle(줄어들다)이나 

decrease(감소하다)로 써야 한다.

③   고기의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므로 emerged는 적절하다. 

④   전쟁이 ‘너무 오래가면’ 국민들의 육류 섭취가 그만큼 힘들어지므로 

lengthy는 적절하다.

⑤   미국은 영국인과 러시아 인에게까지 고기를 ‘공급해야’ 했으므로 

furnish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ship[ʃip] 보내다, 선적하다       

theater[θíːətər] 지역, 현장     support[səpɔ́ː rt] 지원하다     

troop[truːp] 병력, 군대     availability[əvèiləbíləti] 이용 가능성      

pork chop (잘라 놓은) 돼지고기 살       

poultry[póultri] (닭·오리·거위 등의) 가금류의 고기     

starve[staːrv] ~의 부족〔결핍〕을 느끼게 하다     loom[luːm]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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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fɔ́ː rmər] 전직의     labor[léibər] 노동력       

care for ~을 돌보다     livestock[láivstàk] 가축       

on top of 게다가, ~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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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to부정사, 관계대명사, 「neither A nor B」, 분사형 

형용사, 「spend+ 시간 + (in) -ing」

전문해석  미 대법관이 된 최초의 여성인 Sandra Day O’Connor

는 1930년 텍사스 주의 El Paso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뉴멕시

코 주와 애리조나 주의 경계를 따라 펼쳐진 260평방 마일의 소목장을 

운영했으며, 전기도 수도도 없는 목장 집에서 생활했다. 그녀의 부모가 

지역 학교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Sandra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El Paso에 있는 할머니와 생활하며 보냈으며,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정·오답 근거

①   to sit은 앞의 the first woman을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❷   관계부사 where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선행사가 장소여서 바르게 

쓰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where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와야 한다.

③   ‘ A도 B도 아니다’라는 의미의 「neither A nor B」가 쓰인 문장이다.

④   주어인 her parents가 ‘~에 만족하는’ 것이므로 satisfied with

는 적절하다. ‘~에게 만족을 주는’의 의미일 때는 satisfying을  

쓴다.

⑤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spend + 시간 + (in) -ing」  

구문이 쓰인 문장이다.

어휘 담기  sit[sit] (법관·공무원 등이) 취임하다        

the Supreme Court 대법원       

operate[ápərèit] 운영하다     cattle ranch 소목장       

border[bɔ́ː rdər] 경계; 국경     youth[juːθ] 어린 시절; 청년     

attend[əténd] (학교 등에) 다니다; 참석하다

•한정적 용법: ‘~해야 할, ~할’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수식한다.

 I need a chair to sit on.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  서술적 용법: to부정사가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로 쓰여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Prices seem to be stable these days. 

 요즘 물가가 안정된 것 같다.

어법 이것만은 꼭!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대동사, 「either A or B」, 소유격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최신 ‘이름의 시조’는 대중매체와 정치계에서 나온다. 사람

들은 이미 Forrest Gump가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기치 않은 행

운으로 그럭저럭 삶을 헤쳐나가는 뜻의 ‘gumping through life’에 대

해 이야기한다. ‘Doing a Homer’는 좌절하거나 멍청한 짓을 했을 때,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자기 머리를 때리며, Homer Simpson 식으로 

“D’oh(아뿔사, 아차)!”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워싱턴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to bork’는 후보자나 지명자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

것은 Reagan 정부 시절 상원에서 그의 이력을 공격 당했던 매우 능력 

있는 대법원장 지명자인 Robert Bork를 기리는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앞에 나온 get by on dumb luck을 대신하는 것으로 일반동사의 

대동사인 do가 와야 하며,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므로 과거형인 did가 

적절하다.

(B)   you’re in frustration과 because you’ve done something 

dumb이 상관접속사 「either A or B」에 의해 연결된 것이므로 or가 

적절하다.

(C)   the highly qualified nominee를 선행사로 하고, 뒤의 career

를 수식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get by 그럭저럭 살아〔헤쳐〕 나가다       

dumb luck 예기치 않은 운, 횡재     smack[smæk] 살짝 치다, 때리다     

frustration[frʌstréiʃən] 좌절, 실패     viciously[víʃəsli] 맹렬하게     

appointee[əp�intíː] 지명된 사람       

nominee[nàməníː] 지명된 사람     

administration[ədmìnəstréiʃən] 정부, 정권; 경영, 행정     

torpedo[tɔːrpíːdou] 공격하다

앞서 언급된 동사 (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do로  

대체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동사라고 한다.

I like Persian cat and does(= likes) my wife. 

나는 페르시아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아내도 그렇다.

“ Who said that?” ― “I did(= said).”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 “제가 그랬어요.”

어법 이것만은 꼭!  대동사 do

03���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창작 활동의 과정은 몇 가지 인상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가

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일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육체 활동을 하

는 동안이나 휴식을 취하는 뜻밖의 순간에 영감이 번뜩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너무나 친숙해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이용해 왔다. 위

대한 음악가 Haydn은 이렇게 말했다. “일이 잘 진척되지 않을 때, 저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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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처럼, 많은 사람들은 산책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돕는다

는 것을 깨달았다.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떠

오르는 귀중한 생각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디를 가든 종잇조

각을 가지고 다닌다.

정·오답 근거

(A)   뜻밖의 순간에 떠오르는 ‘통찰력, 영감’이라는 의미이므로 

insight가 알맞다. foresight는 ‘예지력, 선견지명’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어색하다.

(B)   앞에 나온 부정어(not)와 함께 ‘진척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dvance가 적절하다. retreat는 ‘물러서다, 후퇴하다’라

는 의미이다.

(C)   문맥상 귀중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revelation이 적절

하다. concealment는 ‘은폐, 은닉’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Many persons [devoted to creative work] have carried 

scraps of paper with them everywhere so that nothing 

of the precious flashes of revelation may be lost.
▶ persons와 devoted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인 who 

are가 생략되었으며, devoted to creative work가 주어인 Many 

persons를 수식한다. so that은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목적의 부사절을 

이끈다.

어휘 담기  striking[stráikiŋ] 인상적인 ; 두드러진     

occurrence[əkə́ː rəns] 발생, 일어남       

flash[flæʃ] (감정·생각 등이) 갑자기 떠오름 

phenomenon[finámənàn] 현상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retire[ritáiər] 물러나다; 은퇴하다       

a scrap of paper 종이 한 조각       

precious[préʃəs] 귀중한, 값비싼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Gary는 자신의 약혼녀인 Ellen을 몹시 화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가 똑똑하고, 사려 깊으며, 성공한 외과 의사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둔해서 그 어떤 감정 표현에도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이

었다. Gary는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뛰어나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심지어 Ellen에게 조차도, 그는 입을 다물었

다. 그녀가 그에게서 어떤 열정을 이끌어내 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Gary는 무감각하고, 알아채지 못했다. “저는 원래 감정을 잘 숨기지(→ 

표현하지) 못합니다.”라고 Gary는 Ellen이 고집을 피워 만나게 된 치

료사에게 말했다. 그의 정서 생활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

르겠어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강한 감정도 들지 않아요.” 

Gary의 초연함에 좌절한 사람이 Ellen 혼자만은 아니었다. 치료사에

주어 동사

종잇조각 목적: ~하기 위해서

게 고백했다시피,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 누구와도 터

놓고 말 할 수 없었다.

정·오답 근거

①   Gary는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

으므로 unresponsive는 적절하다.

②   Gary가 감정 표현 능력과 대조되는 과학과 예술과 같은 전문 분야

에서는 ‘뛰어나게’ 말을 할 수 있으므로 brilliantly는 적절하다.

③   Gary에게서 열정을 ‘끌어내고자’ 하는 Ellen의 노력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elicit은 적절하다.

❹   Gary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conceal(감추다, 숨기다)을 express(표현하다)나 reveal(드러 

내다)로 고쳐야 적절하다.

⑤   Gary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에 대해 Ellen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므로 frustrated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infuriate[infjúərièit] 몹시 화나게 하다     

fiancée[fìːaːnséi] 약혼녀     surgeon[sə́ː rdʒən] 외과 의사       

flat[flæt] 둔한, 답답한, 무미건조한       

passion[pǽʃən] 열정     impassive[impǽsiv] 감정이 없는 ; 냉정한     

oblivious[əblíviəs] 의식하지 못하는       

insistence[insístəns] 고집, 주장       

aloofness[əlúːfnis] 무관심       

confide[kənfáid] (비밀을) 털어놓다

01 ⑤ 02 ④ 03 ③ 04 ④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12회 p  108 ~ 109

01���정답��⑤

어법평가영역 ㅣ  「would like to +  동사원형」, 대부정사, 「not A but 

B」,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싶어하지

만,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변화와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각각의 엄청난 재난도 막상 겪어보면 견딜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

억하면 위안이 된다. 그러니, 체념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겠

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날 

때,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조합된다.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

게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정·오답 근거

①   「would like to + 동사원형」 구문으로 ‘~하기를 원하다’의 의미이다. 

someone else는 ‘다른 누군가’를 의미한다. 

②   to는 대부정사로 to come을 의미하며, 「whether ~ or not」 구문

은 ‘~이든지 아니든지’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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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t A but B」 구문으로 with resignation이 with a fierce 

longing과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with + 명사」의 형태는 알맞다.

④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look 

like는 ‘~처럼 보이다’의 의미이다.

❺   앞에 최상급이 쓰인 선행사(the best thing)가 있으므로 what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와야 한다.

어휘 담기  blame[bleim] ~을 탓하다       

survivor[sərváivər] 시련을 이겨낸 사람; 생존자     

unthinkable[ʌ̀nθíŋkəbl]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resignation[rèziɡnéiʃən] 체념, 단념; 사임       

fierce[fiərs] 맹렬한, 거센     explode[iksplóud] 폭발하다       

turn out ~로 판명되다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전치사 until과 by의 구분, 재귀대명사, 병렬구조

전문해석  우리는 흔히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을 집에 가지고 와

서 잘 시간까지 일하는 강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캘리포니

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Garfield 교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그런 사

람들(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잘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정상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일 

자체에 중독되어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와 반대로 (실제로)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은 기꺼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도 엄격한 제한 내에서 하는데, 그들에게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10대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면담 조사했을 때, Garfield 교수는 그들

이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고, 회사 일은 사무실에 남겨두고, 가까운 친

구들과 가정 생활을 소중히 하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오답 근거

(A)   의미상 ‘~까지 (계속)’에 해당하므로 until이 알맞다. by는 계속의 

의미가 아니라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B)   전치사 to의 목적어 work를 강조해서 ‘일 자체’라는 의미가 되어

야 하므로 강조용법으로 쓰인 재귀대명사 itself가 알맞다. 

(C)   knew, could leave, prized와 함께 and에 의해 병렬연결되어

야 하므로 spent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obsessed[əbsést] (어떤 일에) 몹시 집착하는       

become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executive[iɡzékjutiv] 경영진, 중역     prize[praiz] 소중히 여기다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특정 유형의 채광은 지면의 함몰을 유발할 수 있다. 채광은 

광물이나 금속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이다. 광부들

이 광물에 도달할 수 있기 전까지, 그들은 긴 갱도를 파야 한다. 갱도를 

파는 과정에서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대지에서 제거된다. 갱도는 땅 속 

깊이 터널을 이룬다. 광산 발굴은 거대하고 텅 빈 주머니와 같은 공간을 

지하에 남겨둔다. 결국, 주머니 같은 공간 위의 지면은 그 자체를 지탱

할 수 없게 된다. 기술자들은 광산을 사용한 후에 콘크리트나 모래로 광

산을 다시 채워서 지면을 지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가끔씩 터널

들은 그냥 버려진다.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채광은 광산이 세워진 

지역 바로 위 지면의 침강을 유발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광산에서 광물과 금속을 ‘추출하다, 캐내다’의 의미이므로 extract

가 알맞다. distract는 ‘산만하게 하다, 딴 데로 돌리다’의 의미이다. 

(B)   갱도를 파는 ‘과정’에서 거대한 땅 덩어리가 제거된다는 의미이므

로 process가 적절하다. procession은 ‘행렬, 행진’의 의미이다. 

(C)   갱도를 부적절하게 설계했을 시에 채광이 땅의 침강을 ‘야기한다, 

유발한다’는 의미이므로 induce가 알맞다. reduce는 ‘줄이다, 감

소시키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mining[máiniŋ] 채광, 채굴     

subsidence[səbsáidns] 함몰; 침전     dig[diɡ] 파다, 채굴하다     

shaft[ʃæft] 수갱, 갱도     chunk[ʧʌŋk] 덩어리       

tunnel[tʌ́nl] 터널을 파다     refill[riːfíl] 다시 채우다     

abandon[əbǽndən] 버리다     sinking[síŋkiŋ] 침몰, 함몰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직장 동료 및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노력을 기울이면 대체로 해낼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갈등은 흔히 체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특정 목표를 세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대치를 충족시

켜줄 것이라고 완고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대체로(→ 드물게) 

계획된 대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엄격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난국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상사와 동료가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면

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도전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들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

진해 나가는 것보다 덜 직접적이고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에

는 실패하지 않는다.

정·오답 근거

①   직장 동료나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것이라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managed는 적절하다.

②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이 체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

로 인해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이므로 defensive는 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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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한다는 흐름

이므로 fulfill은 적절하다.

❹   남들이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usually(대개)를 rarely(드물

게)로 바꾸어야 한다.

⑤   남들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들을 도우면

서 내 목표도 충족시키겠다는 도전을 설정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므로 seldom 다음의 fails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co-worker[kóuwə̀ː rkər] 직장 동료       

supervisor[súːpərvàizər] 상사, 감독관       

lose face 체면을 잃다     rigidly[rídʒidli] 단단히, 굳게 ; 엄격히     

agenda[ədʒéndə] 계획 ; 의제, 안건       

impasse[ímpæs] 난국, 곤경     colleague[káliːɡ] 동료       

time-consuming[táimkənsùːmiŋ] 시간이 걸리는       

forge ahead 빠른 진전을 보이다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in the long run 결국

01 ④ 02 ① 03 ④ 04 ④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13회 p  110 ~ 111

01���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to부정사의 부정형, 접속사 that, 「as if + 가정법 과거, 

「 be in capable of -ing」, 병렬구조

전문해석  명백히, 우리를 부양해 줄 수 있는 땅이 아주 적으므로 우

리는 더 이상 땅이 줄어들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유한한 행성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

이지 못하는 듯하다. 우리는 마치 자원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한다. 인구 

과잉과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게는 과잉 소비 때문에 인류는 인류의 ‘소

득’, 즉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달하고 있는 에너지에 의지해 스스로

를 부양할 수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인류의 ‘자산 ’, 즉 형성되는 데 수백

만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몇 십 년에 걸쳐 파괴되고 있는 재생 불가능

한 화석연료와 다른 광물자원을 써서 없애 버리고 있다.  

정·오답 근거

①   to부정사의 부정형은 to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와 같은 부정어

를 쓴다. 

②   that 이하는 to accep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므로 접속사 

that의 쓰임은 적절하다.

③   현재와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기 위해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

❹   「be incapable of -ing」는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to 

support는 of supporting으로 고쳐야 한다.

⑤   its non-renewable ~ deposits를 선행사로 하는 두 개의 관계

대명사절(that ~ to form과 which ~ decades)이 접속사 but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nstead, we are consuming its “capital” ― its non-

renewable fossil fuels and other mineral deposits [that 

took millions of years to form], but [which are now 

being destroyed over a few decades].

▶ 선행사 its non-renewable ~ mineral deposits를 수식하는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 that took ~ to form과 which are ~ few decades는 접

속사 but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어휘 담기  obviously[ábviəsli] 명백하게, 분명히       

finite[fáinait] 유한의, 한정된(↔ infinite 무한한)       

overpopulation[òuvərpápjuléiʃən] 인구 과잉       

overconsumption[òuvərkənsʌ́mpʃən] 과소비       

income[ínkʌm] 소득, 수입     capital[kǽpətl] 자본, 자산       

non-renewable[nànrinjúːəbl] 재생 불가능한       

fossil[fásəl] 화석     deposit[dipázit] 매장물; 예치금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 동사의 불규칙 변화

전문해석  완벽한 몸매를 갖고 싶다는 꿈은 운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

이 된다. 그러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적

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운동을 하니 불안감을 덜 느끼는가? 

체력이 더 좋아졌는가? 잠을 더 잘 자는가? 한 조사에서 일주일에 3일, 

한 시간씩 운동을 한 중년 남자 중 거의 60%가 의사결정력이 더 좋아

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

음을 밝혀냈다. 요컨대,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보상은 이처럼 

내밀한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문장의 주어가 a perfect body가 아니라 Dreams이므로 동사도 

복수형인 serve가 적절하다. 

(B)   「사역동사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원형부정사)」의 형태로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원형부정사 feel이 적절하다.

(C)   문맥상 ‘알다, 알아내다’는 의미인 동사 find의 과거형 found가 적

절하다. founded는 ‘설립하다, 세우다’의 의미인 found의 과거형

이다.

어휘 담기  serve[səːrv] ~하는 데 도움이 되다       

focus[fóukəs] 집중시키다, 초점을 맞추다 (on)       

inner[ínər] 내부의, 내적인     reward[riwɔ́ː rd] 보상, 보답       

keen[kiːn] 열정적인 ; 예리한       

decision-making power 의사결정력       

heighten[háitn] 높이다; 강화하다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which의 선행사

수백만 년 등위접속사

~하는 동안, ~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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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kànsəntréiʃən] 집중, 전념       

payoff[péiɔ̀ː f] 보수; 수익

to가 없는 부정사의 형태로 동사의 원형을 그대로 쓴 것이다. 원형부

정사는 조동사 뒤에 쓰이거나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로 

쓰인다.

He would not tell the story to his friend.

<조동사 뒤> 그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다. 

Don’t let the children make a noise at the restaurant.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게 하지 마라.

I saw the firefighter go into the burning house.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 나는 소방관이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cf.   사역동사 중에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주의한다. 

Robin got her husband to quit smoking.  

Robin은 그녀의 남편이 금연하게 했다.

어법 이것만은 꼭!  원형부정사

03���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나는 즐거움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Bill이

라는 사람을 나의 워크숍 중 한 곳에서 만났다. Bill은 큰 은행의 아주 

성공한 금융 컨설턴트였다. 하지만 Bill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고 있었

다. 깊은 불만족이 매일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그것을 없애는 법을 몰

랐다. 나의 워크숍에서 Bill은 겨우 11살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을 기억했다. 그의 삼촌은 그에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Bill은 근심 없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 Bill로 탈바꿈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에게 단 한순간의 즐거움

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오답 근거

(A)   Bill은 일에서 성공을 했지만 자신에게는 단 한순간의 즐거움도 허

용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즐거움’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내

용이므로 pleasure가 알맞다. patience는 ‘인내, 참을성’의 의미

이다. 

(B)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불만족’을 뜻하는 

dissatisfaction이 적절하다. arrogance는 ‘거만, 오만’의 의미이다. 

(C)   부친의 죽음 이후에 근심 없는 어린아이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했다는 의미이므로 mature가 적절하다. 

immature는 ‘미숙한’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He realized [that, since then, he had not allowed himself 

a single moment of pleasure].

▶ that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므로 대과거인 had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목적어 역할

allow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allowed가 쓰였으며, allow가 4형식 동사이므로 「allow+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의 형식으로 쓰였다.

어휘 담기  desperately[déspərətli] 필사적으로, 몹시       

financial consultant 금융 컨설턴트       

haunt[hɔːnt] 늘 따라다니다, (유령 등이) 출몰하다     

dislodge[disládʒ] 제거하다; 이동시키다     step in 돕고 나서다  

metamorphose[mètəmɔ́ː rfouz] 변형〔변화〕시키다       

carefree[kԑə́rfrìː] 근심이 없는

04���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Amabile은 그녀의 연구에서 창의적 성격에는 과제에 대

한 동기부여, 즉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제 수행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면 창의성이 눈에 띄게 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게다가 연구는 내적 동기부여가 창의적 행

동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우리가 원해서 무언가

를 하는) 내적 동기부여는 (상사나, 배우자, 혹은 교사가 우리가 해주기

를 원해서 하는) 외적 동기부여보다 더 큰 참신함과 자발성을 가져온다. 

우리가 원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창의성은 감

소된다 (→ 향상된다). 우리 스스로 창의적 반응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제약에 관계없이 기여하고자 할 때 최고의 창

의성이 생겨난다. 

정·오답 근거

①   바로 앞의 task motivation을 다시 설명하고 있으므로 positive 

(긍정적인)는 적절하다.

②   앞에서 과제 동기부여나 태도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므

로, 내적 동기부여가 창의적 행동의 ‘선행 조건(prerequisite)’이라

는 말은 적절하다.

③   내적 동기부여로 인해 창의성이 ‘더 커진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greater는 적절하다.

❹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창의성이 ‘향상된

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reduced(감소하다)는 enhanced로 

고쳐야 한다. 

⑤   내적 동기부여처럼 우리 자신이 창의적 반응의 필요성을 ‘발견할 ’ 

때 최고의 창의성이 생겨나므로 discover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motivation[mòutəvéiʃən] 동기부여       

result in ~을 야기하다     measurably[méʒərəbli] 눈에 띄게     

conclusively[kənklúːsivli]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demonstrate[démənstrèit] 입증하다     internal[intə́ː rnl] 내적인     

prerequisite[priːrékwəzit] 전제 조건       

novelty[návəlti] 새로움, 참신함       

spontaneity[spàntəníːəti] 자발성     external[ikstə́ː rnl] 외적인     

spouse[spaus] 배우자     contribute[kəntríbjuːt] 기여하다       

independently of ~와 관계없이      

constraint[kənstréint] 제약 ;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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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지시대명사, 「so + 동사 + 주어」, 간접의문문, 분사구문, 

수동태

전문해석  주어진 상황에서의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의 당신의 배우자, 친구, 동료, 혹은 상사의 생각이나 감정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처

럼,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그러하다.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작가 D.B.C. Pierre는 우

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 주는 몇 가지 언급을 

했다. Pierre는 그가 상을 받은 소설을 쓰는 동안 작품의 질에 대한 인

식에 있어서, 그가 때때로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분 동안에 의기양양함

과 절망의 감정 모두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묘사했다. 한 순간에는 그 

소설이 이제까지 쓴 것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순간에는 

자기 회의에 사로잡혀 그것이 결코 알려지지 않을 낡은 쓰레기 더미라

고 생각했다.

정·오답 근거

①   지시대명사 those가 지칭하는 것이 thoughts and feelings로 

복수이므로 those of는 알맞다.

❷   「so+ 동사 + 주어」 구문으로 동사가 앞에 나온 동사구 are 

changing을 대신하며, 문장의 주어가 our perceptions로 복수

이므로 단수형 is가 아니라 복수형 are가 되어야 한다. 

③   「의문사 + 주어 + 동사」 형태의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how와 형용

사가 함께 쓰여 ‘얼마나 ~한 ’의 의미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how changeable은 알맞다.

④   부사절 while he was writing his prize-winning novel이 분

사구문이 된 것으로 주어와 동사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writing은 알맞다. 

⑤   주어 he가 자기 회의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로 주어와 동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수동태 was overtaken은 알맞다.

어휘 담기  may well ~하는 것은 당연하다       

comment[káment] 언급, 논평     illustrate[íləstrèit] 보여 주다     

changeable[ʧéindʒəbl]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      

elation[iléiʃən] 의기양양     despair[dispԑə́r] 절망     

overtake[òuvərtéik] 압도하다       

self-doubt[sélfdàut] 자기 회의     rubbish[rʌ́biʃ] 쓰레기  

see the light of day 빛을 보다, 널리 알려지다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자동사와 타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현재분사와 과거

분사

전문해석  소화 과정의 첫 단계는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갈 때 시작된

다. 치아는 음식물을 뜯고, 씹고, 분쇄해서 삼킬 수 있게 더 작은 조각으

로 만든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음식물

을 소화 가능한 영양분이 되도록 화학적으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시작

하기 위해서 침샘이 침을 분비한다. 타액은 음식물에 있는 전분을 당분

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음식물을 촉촉한 작은 

공 모양으로 씹은 후에, 혀가 씹은 음식물을 목구멍 뒤쪽으로 밀어 보 

낸다.

정·오답 근거

(A)   enter가 ‘~에 들어가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타동사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므로 enters가 알맞다. enter into는 ‘~을 시작하

다’라는 의미이다. 

(B)   the process of에서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동명사인 

breaking이 와야 한다. 

(C)   the food가 ‘씹혀지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인 chewed

가 와야 한다.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명사 

앞에 놓인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Next, the saliva glands secrete spit to help soften food 

and to begin the process of chemically breaking down 

the food into digestible nutrients.
▶ help는 목적어로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를 취하며, to help와 to 

begin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며,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어휘 담기  digestive[didʒéstiv] 소화의       

grind[ɡraind] 갈다, 빻다     saliva[səláivə] 침, 타액       

secrete[sikríːt] 분비하다     spit[spit] 침     

digestible[didʒéstəbl] 소화할 수 있는       

nutrient[njúːtriənt] 영양분     set off 유발하다, 일으키다       

convert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바꾸다〕       

starch[staːrʧ] 녹말, 전분

03���정답��④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 몇몇 작가들은 그들의 생각이 처

음에 언뜻 보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의 생각이 너무 심오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료하게 표현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으쓱한 기분이 들게 한

다. 당연히, 그러한 작가들은 정확한 사고 능력이 없는 그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혼동을 일으키는 구절에 처음에 의

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

하기는 매우 쉽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서 숨은 의미를 알아내려는 바

보들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주어 동사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 전치사 of + 목적어 (동명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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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A)   문맥상 일부 작가들은 그들의 생각이 보기보다 깊은 의미를 가진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inclined가 알맞다. 

decline은 ‘거절하다 ; 기울이다’의 의미이다.

(B)   정확한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숙고, 깊은 생각 ’의 

의미인 reflection이 적절하다. rejection은 ‘거절, 배제’의 의미

이다.

(C)   작품 속에서 숨은 의미를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의미이므로 

discover가 적절하다. cover는 ‘덮다, 숨기다’의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 Some writers [who do not think clearly] are inclined 

to suppose [that their thoughts have a greater 

significance than they first appear]. 
▶ who do not think clearly는 선행사 Some writers를 수식하고, 

suppose의 목적어로 that절이 이어진 문장이다.

ⓑ It is flattering to believe [that they are too profound 

to be expressed so clearly that most readers can 

understand them].
▶ 가주어 It의 진주어는 to believe 이하이고, too profound to be 

expressed(너무 심오해서 표현될 수 없다)는 so profound that they 

cannot be expressed로 나타낼 수 있다. so clearly that 이하 구문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료하다’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어휘 담기  significance[siɡnífikəns] 중요성; 의미, 의의     

flattering[flǽtəriŋ] 으쓱하게 하는; 아첨하는       

profound[prəfáund] 심오한     occur to ~에게 생각이 떠오르다〔들다〕     

faculty[fǽkəlti] (타고난) 능력       

a great deal 훨씬 더

04���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독일에서 발표된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웃음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스트레스,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에 더 저항력이 있는 (→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적어도 하루 중 얼마간은 가면을 쓸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 예

의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그 감정이 분노이든 불만이든 간에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가장

하도록 요구받든 아니면 단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가장하도록) 요구받

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Brian Little이 ‘회복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환경에는 믿을 만한 친구와 우리의 감정을 공

유하거나, 개인 일기장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 적어보거

나, 아니면 그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성

향에 따라, 우리 중 일부는 정서적 기만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주어(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절 ~하는 경향이 있다

접속사 비교급 ~ than

가주어 진주어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매우 ~해서 …하다(…할 만큼 매우 ~하다)

정·오답 근거

❶   글의 뒷부분에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웃음을 지어야 하는 행

동을 정서적 기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정서적 기만에는 회

복 환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생계를 위해 웃음을 지

어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 

resistant(저항력이 있는)를 prone(하기〔당하기〕 쉬운)이나 

susceptible(영향을 받기 쉬운)로 고쳐야 한다.

②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

야’ 될 때가 있으므로 curb는 적절하다.

③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가면을 쓴다는 것은 ‘가장하는’ 행위이므로 

pretend는 적절하다.

④   restorative niche에 ‘포함되는’ 행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

므로 include는 적절하다.

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장된 웃음을 짓는 것이 정서적 ‘기만’에 해

당하므로 deception은 적절하다.

어휘 담기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        

courtesy[kə́ː rtəsi] 예의, 공손       

frustration[frʌstréiʃən] 좌절     solution[səlúːʃən] 해결책       

pretend[priténd] 가장하다, ~인 척하다       

restorative niche 회복 환경     depending on ~에 따라     

constitution[kànstətjúːʃən] 성향, 성격, 체질       

recover[rikʌ́vər] 회복하다

01 ③ 02 ② 03 ① 0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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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접속사 when, 분사구문, 「I wish + 가정법 과거」,  

과거완료시제

전문해석  전화가 울렸을 때, 나의 남편 Scott과 나는 집에서 비디오

를 보고 있었다. Scott은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그는 고

개를 저으며 돌아왔다. “아이가 킥킥 웃는 것 같았어.”라고 그가 설명했

다. “난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전화를 가지고 장난치

지 않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 그가 앉자마자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이번에는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잠깐 듣다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우리의 두 살짜리 아들이 침대에 앉아서 아빠의 휴대전

화를 발견했고, 집에 전화를 거는 단축 다이얼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정·오답 근거

①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전화가 울렸던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므로 알맞다.

②   ‘~하면서’라는 의미의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주절의 

주어인 he가 머리를 ‘가로젓는’ 것이므로 현재분사의 쓰임은 옳다.

❸   I wish 가정법 구문으로 가정하는 사실의 시점이 주절의 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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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하므로, will keep을 조동사의 과거형

을 사용하여 would keep으로 고쳐야 한다. 

④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어 our two-year-old son

과 sit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sitting은 알맞다. 

⑤   아들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이 휴대전화의 단축 다이얼 기능을 사

용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시제인 had found는 

알맞다.

어휘 담기  giggle[ɡíɡl] 킥킥 웃다       

keep an eye on ~를 지켜보다, 주시하다     

exasperated[iɡzǽspərèitid] 화가 치민, 짜증스러운       

dash[dæʃ] 돌진하다

02���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소유격 관계대명사, 수 일치, 수량형용사

전문해석  1996년까지 Sears Tower는 100층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그것은 시카고에 위치해 있는데, 시카고의 별명

은 ‘Windy City(바람의 도시)’이다. 그런 기상 조건과 도시의 초고층 

건물이 만나자 바람이 불면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

람 부는 날에는 건물의 꼭대기가 몇 초 간격으로 3피트 정도나 크게 앞

뒤로 움직인다. 건물 꼭대기에 있는 내부의 문들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싱크대의 물은 앞뒤로 출렁거린다.

정·오답 근거

(A)   선행사가 Chicago이고, 뒤에 명사 nickname을 수식해야 하므

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와야 한다. 

(B)   주어가 The combination으로 단수이므로 동사의 단수형인 

leads가 적절하다.

(C)   길이, 무게 등은 셀 수 있는 수(數)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양(量)으로 

나타내므로 much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story[stɔ́ː ri] (건물의) 층     

combination[kàmbənéiʃən] 결합, 조합       

lead to (결과에) 이르게 하다     sway[swei] 흔들리다       

breeze[briːz] 미풍, 바람     back and forth 앞뒤로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어제 나는 무언가를 공지하러 대학원생들의 사무실에 들어

갔다. 놀랍게도, 내게 인사를 하려고 일부러 일어서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들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빈둥거리는 

채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며칠 전에 한 젊은 여교수가 원로 

교수들을 특정 부서 업무에서 제외해 주는 안건에 반대하기 위해 교수 

협의회에서 언성을 높였을 때, 그녀의 태도에 또한 경악했다. 젊은 교수

였을 때, 나는 교수 협의회에서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모

두가 사회주의의 평등 이데올로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나는 빠르고 급진적인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쓸모없게 된, 

멸종된 인간 부류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종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나

라는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오답 근거

(A)   ‘일부러’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부정문에서) 일부러 ~하다’는 의미의 bothered가 알맞다. 

soothe는 ‘달래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이다.  

(B)   안건에 ‘반대하다’라는 의미이므로 object가 알맞다. subject는 

동사로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라는 의미이다.

(C)   글쓴이가 자신을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부한, 쓸모없

게 된’ 사람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므로 obsolete가  

적절하다. absolute는 ‘절대적인, 완전한’이라는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 was also appalled by a junior professor’s attitude a 

few days ago when she raised her voice at a faculty 

meeting to object to an agenda [that would relieve 

senior professors of certain department obligations]. 

▶ to object 이하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에 해당한다.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 an agenda를 수식한다.

어휘 담기  to one’s surprise 놀랍게도       

idle[áidl] 빈둥거리며 보내다     appall[əpɔ́ː l] 오싹하게 하다, 질리게 하다     

faculty meeting 교수회의     agenda[ədʒéndə] 안건     

obligation[àbləɡéiʃən] 책임, 책무     infect[infékt] 감염시키다     

extinct[ikstíŋkt] 멸종된, 사라진     cope with ~에 대처하다     

radical[rǽdikəl] 급진적인, 과격한

04���정답��②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사방이 침략에 노출되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달

리, 이집트는 서쪽으로는 사막에 의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다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그 결과, 이집트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보다 외

부 종족의 침입에 의해 더 많이(→ 더 적게) 방해를 받았다. 게다가 그 기

원부터 쇠퇴까지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일 강에

의 집중은 또한 이집트 문화에 더 낙관적인 태도를 제공했는데, 그 이유

는 나일 강이 위협적인 홍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할 결코 줄어들지 않는 풍요의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우주가 규칙적으로 운행되며 그들이 나중에 무

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해준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들

은 나일 강의 일관된 홍수 주기를 통해 이를 목격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집트가 나일 강을 그 중심에 두고 제국 통치 내내 시종일관 안정

을 유지했던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에 경악하다, 진저리가 나다

목적: ~하기 위해서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절

relieve A of B: A를 B에게서 덜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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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①   이집트가 사막과 바다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guarded는 적절하다. 

❷   메소포타미아와 달리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에 의해 보호를 받아 외

부의 침입을 ‘더 적게’ 받았으므로, more(더 많이)는 less로 고쳐야 

한다. 

③   나일 강이 홍수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결코 줄어들

지 않는 ‘풍요’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므로 abundance는 적절하다.  

④   우주가 규칙적으로 운행되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홍수가 언제 일어

날지를 ‘예측하게’ 되었으므로 predict는 적절하다. 

⑤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나일 강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집트는 ‘안

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stable은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is led to the belief among people [that the universe 

operated regularly, allowing them to predict what 

would happen later], which they witnessed from the 

consistent flood cycle of the Nile.
▶ that 이하는 the belief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이며, 계속적 용법으

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that절 내용 전체이다. allow는 목

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어휘 담기  civilization[sìvəlizéiʃən] 문명       

expose[ikspóuz] 노출시키다     invasion[invéiʒən] 침입, 침략     

consequently[kánsəkwèntli] 그 결과 (로서)       

intrusion[intrúːʒən] 침입     decline[dikláin] 쇠퇴(하다); 감소(하다)     

optimistic[àptəmístik] 낙관적인      cast[kæst] 자세, 태도     

abundance[əbʌ́ndəns] 풍요, 풍부       

gratefully[ɡréitfəli] 감사하며, 고맙게       

menacing[ménisiŋ] 위협적인      witness[wítnis] 목격하다      

consistent[kənsístənt] 일관된

동격절 접속사

allow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P·A·R·T II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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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01회 p  116 ~ 117

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want + 목적어 + to부정사」, 「look + 형용사」, 

분사구문, 조동사 should의 쓰임, 수동태

전문해석  표트르 대제의 통치 기간 동안, 러시아 귀족들은 턱수염을 

깎고 의복을 짧게 줄이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서양 숭배자였던 그 러시아 황제는 자국의 귀족들이 현대적이

고 최신식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귀족들의 부인들 

또한 자신들의 방식을 바꾸어야 했다. 이전에 부인들은 집에 머무르라

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궁정에 소집되어서 머무르라는 명을 받았다. 

표트르 대제는 서양에서 새로운 사상을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 젊은이들

이 해외로 유학을 갈 것을 요구했고,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그가 초대한 유럽인들은 그들이 원하면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현대화되기를 거부한 러시

아 인들은 태형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당했다.

정·오답 근거

①   ordered에 연결되고 to clip과 병렬구조를 이루므로 (to) shorten은 

알맞다.

②   wanted의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쓰였으며, look의 보어로  

형용사 modern이 알맞게 쓰였다.

❸   As they had been told to stay ~가 분사구문이 된 형태로, 주어 

they(= the nobles’ wives)가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을 받았던 

것으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telling은 (having been) told가 되어야 

한다.

④   요구를 나타내는 demanded의 목적절이므로 동사의 형태는 

(should) go가 적절하다.

⑤   주어는 Russians로 복수이고, 의미상 태형을 ‘당하는 것’이므로 

수동형인 were beaten은 알맞다.

어휘 담기  reign[rein] 통치 기간, 치세     noble[nóubl] 귀족, 상류층

clip[klip] 자르다, 깎다     beard[biərd] 턱수염

robe[roub] (pl.) 의복     risk[risk] ~의 위험을 무릅쓰다     

nobility[noubíləti] (the-) (집합적) 귀족     

up-to-date[ʌṕtədéit] 현대식의; 최신의   

summon[sʌ́mən] 소환하다, 소집하다       

import[impɔ́ː rt] 수입하다     

subject[sʌ́bdʒikt] 백성, 국민     

execute[éksikjùːt] 처형하다, 사형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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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며,  

제한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The Europeans (whom) he invited could refuse if 

they chose, ~. 

▶   The Europeans와 h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되어 있다. The Europeans could refuse ~.와 He 

invited them.이 결합된 문장이다. 

He introduced me to his daughter, whom he 

obviously loved.  

그가 나를 그의 딸에게 소개했는데, 그는 분명히 딸을 매우 사랑했다. 

▶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할 수 

없다.

어법 이것만은 꼭!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의 생략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병렬구조, to부정사의 부정, 수동태

전문해석  뉴욕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다. 아주 오랫동안, 생활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이르렀다.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열차 안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앉아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

춰서 두 층 사이에 갇히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

아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가는 불편한 일을 겪었다. 브로드웨이와 5번

가와 같은 유명한 거리는 일순간에 가장 후미진 뒷골목만큼이나 음산하

게 변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경찰이 비

상사태에 대비해 대기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시민들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었다.

정·오답 근거

(A)   절(Trains refused ~)과 절(the people in them sat ~)이 접속사 

and로 병렬연결되어 있으므로 the people을 주어로 하는 동사 

sat이 와야 한다. sitting이 오면 and에 의해 병렬연결된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의미도 통하지 않는다. 

(B)   to부정사의 부정형은 「not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따라서 

not to be trapped가 알맞다.

(C)   경찰관들이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므로 과거완료 수동태인 

had been ordered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come to a standstill 멈추다, 정지하다

powerless[páuərlis] 전혀 ~할 수 없는; 무력한     

a flight of stairs (방향이 변하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진 계단     

in an instant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즉시       

gloomy[ɡlúːmi] 우울한, 어두운     

in case of ~의 경우에     

helpless[hélplis]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03���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아이들의 슬픔은 어른들의 슬픔과는 매우 다르다. 아이들

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시간에 슬퍼한다. 아이는 어느 한 

순간 학교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즐겁게 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

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나무에 기대어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그

는 다시 술래잡기를 할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감정적 성숙함 때문에 대

개 지속적으로 슬퍼한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

을 봐왔다. 고통스러운 상실 후에, 우리들은 고뇌와 절망의 시간인 슬픔 

속으로 빠져든다. 자신의 슬픔을 이기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어른들조

차도 다시 미소를 짓고 싶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

고 나서 진정으로 다시 삶을 받아들이는 데 수년이 걸린다. 슬픔에 빠진 

어른들은 커다란 슬픔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것 같다.

정·오답 근거

(A)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우울해하는’ 것이므로 depressed가 적절

하다. compressed는 ‘압축된’의 의미이다.

(B)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슬픔은 오래 지속된다는 내용이므로 ‘연속, 

지속’을 의미하는 continuum이 적절하다. suspension은 ‘중지, 

정지’의 의미이다.

(C)   어른들이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천천

히, 느리게’ 벗어난다는 의미의 slowly가 적절하다. swiftly는 ‘신

속히’라는 의미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next, he may be leaning against a tree, looking 

profoundly depressed 
▶ looking profoundly depressed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he look profoundly depressed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어휘 담기  grieve[ɡriːv] 슬퍼하다     play tag 술래잡기를 하다     

profoundly[prəfáundli] 심오하게, 깊이; 완전히     

maturity[mətʃúərəti] 성숙함     thrust[θrʌst] 밀어 넣다     

anguish[ǽŋɡwiʃ] 고통, 고뇌     despair[disp�ər] 절망     

genuinely[dʒénjuinli] 진정으로     

reembrace[rìːimbréis] 다시 끌어안다, 다시 받아들이다

04���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Lincoln은 자신의 아들들을 매우 애지중지하여, 그들에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좀처럼 야단치지 않았다. 

Lincoln은 일요일에 일을 할 때면 아들들을 사무실에 데려가기를 좋아

했다. 그들의 거친 행동은 그의 동업자인 Herndon을 몹시 화나게 했

다. “그 소년들은 자신들이 노는 데 전혀 자제하지 않았어요.”라고 그는 

불평했다. “그들이 책꽂이에서 모든 책을 끌어내리고, 모든 펜의 촉을 

구부리고, 담배 뱉는 그릇을 뒤집어 놓아도, 착한 성품을 지닌 아버지의 

평온함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꼬마 장난꾸러기들의 목을 

비틀어서 창밖으로 던져 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

~에 기대다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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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요.” 그러나 Lincoln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들들은 어떤 잘못도 한 

게 없었다. “Lincoln 씨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에게 엄격했어요

(→ 관대했어요).”라고 Herndon은 말했다. 

정·오답 근거

①   자녀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Lincoln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enied는 적절하다.

②   Herndon이 Lincoln의 아이들을 창밖으로 던져 버리고 싶었다는 

진술이 후반에 이어지므로 ‘몹시 화나게 했다’는 의미의 infuriated는 

적절하다.

③   Lincoln의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제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흐름이므로 unrestrained는 적절하다. 

④   아이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Lincoln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

이므로 never와 연결되는 disturbed는 적절하다.

❺   Lincoln이 아들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전혀 야단을 치지 않고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strict(엄격한)를 generous 

(관대한)로 고쳐야 한다.

어휘 담기  adore[ədɔ́ː r] 아주 좋아하다 ; 흠모하다     

discipline[dísəplin] 야단치다, 훈육하다     

infuriate[infjúərièit] 몹시 화나게 하다     

absolutely[ӕ̀bsəlúːtli] 전혀, 정말로     

unrestrained[ʌ̀nristréind] 억제되지 않은; 제어되지 않은     

amusement[əmjúːzmənt] 놀이, 즐거움, 재미     

overturn[òuvərtə́ː rn] 뒤집다     serenity[sərénəti] 평온, 침착     

wring[riŋ] 비틀다, 짜다     brat[bræt] 버릇없는 녀석       

as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exceedingly[iksíːdiŋli] 대단히, 극도로

01 ③ 02 ① 03 ① 04 ③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02회 p  118 ~ 119

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 to부정사, another의 

쓰임, 「be used to + 동사원형」

전문해석  화산은 일반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생산적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화산 인근에 사는 농부들은 종종 아주 좋은 수확

물을 거둬들이는데, 화산재가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미네랄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화산 인근의 농부들은 화산 분출물이 가라앉기를 기다

린다. 그런 다음, 그들은 경작지에 뿌리기 위해 재를 운반한다. 아이슬란

드의 사람들은 화산이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집과 온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화산의 증기를 이용한다. 이탈리아에서 

화산의 증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정·오답 근거

①   주어가 관계사절 who ~ a volcano의 수식을 받는 복수명사 

farmers이므로 복수형 동사 have는 적절하다.

②   「사역동사 (make) + 목적어(the crops) + 목적격보어(thrive)」로  

적절하다.

❸   동사 subside의 주어는 an eruption이지만, 앞에 for가 함께 쓰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므로 to부정사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to subside로 고쳐야 알맞다.

④   another는 way를 직접 수식하여 ‘또 다른 (방식)’을 의미하므로 알

맞다. 형용사로 쓰일 경우 another 앞에 the, no, any, some은 

붙지 않음에 유의한다.

⑤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다’의 의미이므로 is used to run은 적절

하다.

어휘 담기  volcano[valkéinou] 화산     

destructive[distrʌ́ktiv] 파괴적인     

volcanic ash 화산재     mineral[mínərəl] 무기물, 미네랄     

thrive[θraiv] 잘 자라다; 번성하다     vicinity[visínəti] 인근; 주변     

eruption[irʌ́pʃən] 폭발, 분출     subside[səbsáid] 가라앉다     

haul[hɔːl] 운반하다, 잡아끌다     sprinkle[spríŋkl] 뿌리다     

greenhouse[ɡríːnhàus] 온실     generator[dʒénərèitər] 발전기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도치구문, 관계대명사, 동사와 분사의 구분

전문해석  당신이 어느 날 밤 야영을 하고 있을 때, 침낭에서 바라보

니 그곳에 그것들이 있다고 잠시 상상해 봐라. 별이 아니라 공룡들이 있

다고! 도처에 거대한 고대 생물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상하고 별난 악

몽처럼 들리는가?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특별 ‘실내 야영’에 참

가한 110명의 걸스카우트 단원들에게는 그것이 흥미롭게 들렸다. 실내 

야영의 하이라이트는 박물관에서의 하룻밤이었는데, 그곳에서 소녀들

은 실제 크기의 살아 있는 듯한 공룡들에 둘러싸여 잠을 잤다.

정·오답 근거

(A)   부사구 All around you가 강조되어 문두로 나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부사구 + 동사 + 주어」의 어순이 되었다. 주어가 

massive ancient creatures로 복수이므로 동사도 복수형인 

appear가 적절하다.

(B)   a group of 110 Girl Scouts가 선행사이므로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C)   현재분사 sleeping이 쓰이면 문장의 동사가 없어서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동사 형태인 slept가 적절하다.

어휘 담기  gaze up 응시하다     dinosaur[dáinəsɔ̀ː r] 공룡

massive[mǽsiv] 거대한     ancient[éinʃənt] 고대의     

creature[kríːʧər] 생물; 창조물     

fantastic[fæntǽstik] 상상의 ; 기이한, 별난     

nightmare[náitmɛə̀r] 악몽     attend[əténd] 참가하다     

lifelike[làifláik] 살아 있는 듯한 ; 실물 그대로의



PART II  어법어휘 실전 모의고사    75

03���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돈벌이를 위해 코뿔소 뿔을 파는 밀렵꾼들에게 쫓기면서 

코뿔소가 급격히 죽어가고 있다. 코뿔소가 발견되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밀렵을 금지하는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법들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실제로, 겨우 몇 명의 개인 밀렵꾼들만이 체포

되었을 뿐이다. 도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대규모 밀렵꾼 일당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만약 밀렵꾼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코뿔소를  

사냥하고 살육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면, 코뿔소는 분명 멸종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밀렵을 금지하는 법률이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므로 ‘성공

적인’이란 뜻의 successful이 적절하다. successive는 ‘연속 

적인’의 의미이다.

(B)   대규모 밀렵꾼 일당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손 대지 

않은, 온전한’의 의미인 intact가 적절하다. contact는 ‘접촉’의  

의미이다.

(C)   코뿔소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므로 ‘멸종된’이란 의

미의 extinct가 적절하다. distinct는 ‘별개의’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poacher[póuʧər] 밀렵꾼     poach[pouʧ] 밀렵하다     

enact[inǽkt] (법률을) 제정하다, 규정하다     

ring[riŋ] (특히 비밀·불법) 집단; 반지       

slaughter[slɔ́ː tər] 도살(하다), 학살(하다)     

impunity[impjúːnəti] 처벌을 받지 않음

04���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나는 몇 년 전에 내 집에 불만이 생겨서 매우 적극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며,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다. 나는 가만히 앉

아서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 자신의 불안과 마주한 목격자가 되었다. 나

는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 나 자신을 살펴봤다. 그때 고요

함 속에서 저절로 해답이 나왔는데, 바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였다. 나는 나의 불안한 탐색을 내려놓고 그런 

짜증스런 생각이 거듭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여기, 바로 지금 전부 갖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내 집에서 불만(→ 만족)을 느끼며 살기 시작했다. 나는 간과했던 내 집

의 좋은 점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집

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내 집을 좋

아하게 되었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내 마음이 나에게 

했던 말은 사실이었다.

정·오답 근거

①   자신의 집에 불만이 생겨서 이사를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stressed는 적절하다.  

②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자신의 ‘불안’을 살펴 본 후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흐름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agitation은 적절하다. 

❸   자신의 집에 불만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다가 ‘I have everything 

I need, here, right now.’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discontent (불만)를 

contentment(만족)로 고쳐야 알맞다.

④   그동안 ‘간과했던’ 자신의 집의 좋은 점들을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

므로 overlooking은 적절하다. 

⑤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자신의 집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enhanced는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n spontaneously, out of the stillness came the 

answer: ~.
▶ 주어는 the answer이고, 동사는 came으로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다. 

어휘 담기  property[prápərti] 부동산 ; 재산   

real estate agent 부동산 중개업자     witness[wítnis] 목격자     

agitation[ӕ̀dʒitéiʃən] 불안, 동요     

spontaneously[spantéiniəsli] 저절로, 자발적으로   

stillness[stílnis] 고요, 정적     at hand 가까이에 있는     

restless[réstlis] 침착하지 못한, 불안한     

discontent[dìskəntént] 불만     reassert[rìːəsə́ː rt] 거듭 주장하다     

overlook[òuvərlúk] 간과하다, 못 보고 넘어가다     

care for ~를 좋아하다 ; ~를 보살피다       

enhance[inhǽns] (가치·지위를) 높이다

01 ③ 02 ③ 03 ⑤ 04 ③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03회 p  120 ~ 121

01���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수 일치, 현재완료시제, 시제 일치의 예외, 관계부사, 

「가주어 ~ 진주어」

전문해석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미국인들, 즉 아메리카 대

륙의 진정한 ‘발견자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왔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거

주자들이 적어도 15,000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아왔다는 상당

한 양의 증거들이 존재한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

들은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나누는 폭이 55마일이나 되는 베링 해협을 

건너야 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두 대륙 간에 육지로 된 다

리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에 (베링 해협을) 건넜다고 한다. 빙하기에는 지

구상의 물의 상당 부분이 얼어서 해수면이 내려갔고, 아시아에서 북미 

대륙으로 걸어서 건너는 것이 가능했다.

부사구 동사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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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답 근거

①   「 There + be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be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be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a considerable 

amount of proof가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is는 적절하다.

②   아메리카 대륙에서 15,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것

이므로 현재완료시제가 적절하다.

❸   베링 해협이 두 대륙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 시제 일

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시제인 separates로 

고쳐야 알맞다.

④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period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로 when은 

적절하다.

⑤   it은 가주어, to walk 이하가 진주어로 알맞은 형태이다.

어휘 담기  archaeologist[àːrkiálədʒist] 고고학자

considerable[kənsídərəbl] 상당한

inhabitant[inhǽbətənt] 거주자, 주민     strait[streit] 해협     

separate[sépərèit] 나누다, 분리하다

freeze[friːz] (물을) 얼게 하다(− froze− frozen)

「so ~ that ...」은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During the Ice Ages, so much of the Earth’s water 

was frozen that the sea levels dropped, ~.

▶   so much의 so가 that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so ~ that...」 구문이 쓰인 문장이다. 

어법 이것만은 꼭!  「 so ~ that ...」 구문

02���정답��③

어법평가영역 ㅣ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과거완료시제

전문해석  이집트에서 작업을 하고 다양한 장소를 연구하며 여러 해

를 보낸 후에, 개봉되지 않은 무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확신

했기 때문에, Howard Carter는 그 발굴 작업에 재정 지원을 약속한 

부유한 영국인 사업가 Carnarvon 경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5년 간 

성공하지 못하자, Carnarvon 경은 자신의 후원을 철회하겠다고 협박

했다. Carnarvon은 Carter에게 발굴을 하기 위한 딱 1년의 시간을 

더 주었다. 이집트로 돌아올 때, Carter는 카나리아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새는 성공과 재난 모두의 전조였던 것으로 나중에 여겨졌다. 

Carter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1922년 그 해였

는데, 발굴 며칠 전에 Carter의 카나리아가 파라오의 상징인 코브라에 

의해 죽었다.

정·오답 근거

(A)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As he was still convinced ~가 분사

구문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절의 주어인 Howard가 확신을 한 것

이므로 과거분사인 (being) convinced가 알맞다. convince는 

‘ (~에게 …하도록) 확신시키다’라는 의미로 능동태로 쓰면 

「convince A (that) S+ V」의 형태가 되지만, ‘~에 대해 확신하

다’는 의미의 수동태는 「A is convinced (that) S+ V」 형태로 쓰

인다. 

(B)   관계대명사절(which he could make a discovery)이 「관계대

명사 + to부정사」로 축약된 형태이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

은 올 수 없으므로 which가 알맞다.  

(C)   투탕가멘 왕의 무덤을 발견하기 이전에 Carter의 카나리아가 죽

었으므로 과거완료인 had been killed가 되어야 알맞다. 과거완

료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을 서술한다. 현

재완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동작이 현재까

지 영향을 미칠 때 쓴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Returning to Egypt, Carter brought with him a canary, 

[which was later believed to have been the harbinger 

of both success and disaster].
▶ Returning to Egypt는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s he 

returned to Egypt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which는 a canary를 선행

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담기  unopened[ʌ̀nóupənd] 열리지 않은, 개봉되지 않은     

finance[fainǽns] 자금을 대다     

threaten[θrétn] 위협하다, 협박하다       

withdraw[wiðdrɔ́ː ] 철회하다     

patronage[péitrənidʒ] 후원, 장려     canary[kən�əri] 카나리아     

harbinger[háːrbindʒər] 전조, 조짐

03���정답��⑤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항생제는 특정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기도 하

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페니실린과 같은 일부 항생

제들은 심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피부 발진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

다. 테트라시클린과 같은 다른 항생제들은 장내 박테리아의 개체수에 큰 

변화를 가져와 진균류와 다른 미생물들에 의한 중복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이 제한된 클로람페니콜은 심각한 혈액 질환을 일으키

고, 스트렙토마이신의 사용은 귀와 신장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오답 근거

(A)   항생제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므로 inhibit가 적절하다. 

exhibit는 ‘전시하다’의 의미이다. 

(B)   박테리아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population이 적절하다. 

popularity는 ‘인기’의 의미이다. 

(C)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restr icted가 적절하다. 

construct는 ‘건설하다, 구성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antibiotic[ӕ̀ntibaiátik] 항생제     

microorganism[màikrouɔ́ː rɡənìzəm] 미생물

toxic[táksik] 유독한, 치명적인     

= As he returned ~ 선행사

=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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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enic[ӕ̀lərdʒénik]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rash[ræʃ] 발진, 뾰루지     intestinal[intéstənl] 장(腸)의, 장(腸)에 있는     

bacterial[bæktíəriəl] 세균의, 박테리아의       

result in ~를 초래하다     fungus[fʌ́ŋɡəs] 진균류 ( pl. fungi)    
kidney[kídni] 신장

04���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의 미신과 이교

도 의식에 기원을 둔 관습들과 함께 기념되고 있다. 심지어 그 날짜조차

도 예수의 탄생보다 이교도의 관습에 더 의존하고 있다. 4세기가 되어

서야 임의로 12월 25일이 예수 탄생 기념일로 정해졌는데, 그것은 아

주 많은 크리스마스 관습의 기원이 되는 이교도 축제들이 그맘때에 거

행되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들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기독교가 상

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세계를 휩쓸었지만, 초기의 선교사들은 한 가지 

힘든 임무에 직면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들과 오래된 관습

을 포기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 꺼려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예배 규율로 쉽게 바꿀 수 없게 되자, 차선책을 택했다. 

그들은 이교도 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종교 의식을 

이들의 축제와 그것들과 관련된 의식과 관습들에 점차적으로 융합시 

켰다.

정·오답 근거

①   4세기가 되어서야 ‘임의로’ 12월 25일이 예수 탄생 기념일로 정했

졌다는 내용이므로 arbitrarily는 적절하다.

②   초기 선교사들은 이교도들이 잘못된 신들과 오래된 관습들을 포기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한 ‘힘든’ 임무에 직면

했다는 내용이므로 uphill은 적절하다.

❸   이교도들이 이교도 신과 오래된 관습을 포기하기를 ‘꺼려한’ 것이므로 

willing(기꺼이 ~하는)을 reluctant(꺼리는)로 고쳐야 알맞다.

④   이교도의 신과 관습을 새로운 예배 규율로 바꿀 수 없어서 선교사들

이 차선책을 택했다는 흐름이므로 unable(∼할 수 없는)은 적절 

하다. 

⑤   선교사들이 이교도 의식과 관습들에 새로운 종교 의식을 ‘점차적으로’ 

융합시켰다는 의미이므로 gradually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celebrate[séləbrèit] 기념하다     

originate[ərídʒənèit] 유래하다  

superstition[sùːpərstíʃən] 미신     heathen[híːðən] 이교도     

rite[rait] 의식     pagan[péiɡən] 이교도     

arbitrarily[áːrbətrèrəli] 임의로       

sweep[swiːp] (사상·유행 등이) 급속히 퍼지다, 휩쓸다

missionary[míʃənèri] 선교사     uphill[ʌṕhil] 오르막의; 힘겨운     

code[koud] 암호; 규약; 법전     gradually[ɡrǽdʒuəli] 점차로     

observance[əbzə́ː rvəns] 준수; 의식

01 ① 02 ① 03 ③ 04 ③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04회 p  122 ~ 123

01���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5형식 구문의 목적격보어, 과거분사, 수 일치, 관계 

대명사

전문해석  장기 기억을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싶다면, 특정 음식을 

삼가고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아스파탐이라고 불리는 인공 

감미료는 줄여야 할 음식물이다. 연구에 의하면, 한두 개 이상의 다이어

트 음료 분량의 아스파탐을 매일 마시는 것은 장기 기억을 감소시킨다. 

또한 두부도 자제해야 한다. 이 콩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 기억력 상실을 

일으킨다고 밝혀졌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식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것들이다. 바나나, 

완두콩, 오렌지 주스, 해산물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다. 

정·오답 근거

❶   5형식 동사 keep의 목적격보어로는 형용사 intact가 와야 알맞다. 

②   주어인 명사 The artificial sweetener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며, 

아스파탐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alled는 적절하다. 

③   주어는 drinking ~ per day로 동명사구이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decreases는 적절하다. 

④   those는 앞의 복수명사 Foods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이고, 

which는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알맞다.

⑤   bananas ~ seafood가 선행사이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The artificial sweetener [called aspartame] is one food 

to cut back.

▶ 과거분사구 called aspartame이 주어 The artificial sweetener를 

수식하며, to cut back은 ‘줄여야 할’이라는 의미로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어휘 담기  intactly[intǽktli] 손상되지 않게, 그대로     

artificial[àːrtəfíʃəl] 인공적인     sweetener[swíːtnər] 감미료  

cut back 줄이다 (= reduce)    

ingredient[inɡríːdiənt] 성분     soy[sɔi] 콩, 대두     

boost[buːst] 신장시키다, 북돋우다     pea[piː] 완두콩

02���정답��①

어법평가영역 ㅣ 부사의 쓰임, 도치구문, like와 alike

전문해석  감기에 안 걸리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당

주어(단수) 과거분사 (~라고 불리는) 동사(단수)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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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확실히 친척, 반 친구, 혹은 친구로부터 감기를 옮았다. 사실, 감기

에 걸리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Wisconsin 대학

의 의료 연구진들은 실험을 했다. 24쌍의 부부들이 실험을 위해 자발적

으로 감기에 걸릴 위험을 무릅썼다. 모든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도적으

로 감기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것이 들어 있는 점비제가 투여되었다. 각 

부부는 가까이 접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대상자의 겨우 38

퍼센트만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감기를 ‘옮길’ 수 있

었다. 이 연구는 감기가 들불처럼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 확산된다

는 생각이 단지 근거없는 사회 통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정·오답 근거

(A)   ‘열심히’에 해당하는 hard가 알맞다. hardly는 ‘거의 ~않다’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B)   부사구 ( in only thirty-eight percent of the cases)가 강조되

어 문장 맨 앞으로 나오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이다. 주어가 

a wife이므로 동사는 단수형 was가 알맞다.

(C)   lik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등의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와 같이, ~처럼’의 의미인 전치사로 쓰였다. alike는 형용사나 

부사로 ‘서로 같은’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avoid[əvɔíd] 피하다, 회피하다     

volunteer[vàləntíər] 자원하다     

intentionally[inténʃənəli] 의도적으로, 고의로     

nose drops 점비약     contain[kəntéin] 포함하다, 담고 있다    

vice versa[vàisəvə́ː rsə] 거꾸로, 반대로     

common cold (보통) 감기     wildfire[wàildfáiər] 들불, 도깨비불     

myth[miθ] (근거 없는) 이야기, 사회적 통념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One person in every couple was intentionally given 

nose drops containing a known cold virus.

▶   분사는 was given과 같이 「be + p.p.」 형태로 쓰여 수동태를 만

드는 동사적 성격과 cold virus를 수식하는 known과 nose 

drops를 수식하는 containing 이하처럼 형용사적 성격을 갖는다.

어법 이것만은 꼭!  분사의 역할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목표는 네가 다

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

주는 미덕과 선량함의 원리를 나날이 키워 가는 것과 인생의 가장 위험

한 독소인 권태로움에 대항하여 항상 너를 지켜줄 정도의 학문과 재능

을 습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항상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큰 행복을 얻는 진정한 비결, 즉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얻기 위한 비책이다.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

거라. 그러면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오답 근거

(A)   미덕과 선량함의 ‘원리’를 키워나간다는 의미이므로 principles가 

알맞다. principal은 ‘교장, 우두머리’의 의미이다.

(B)   학문과 재능을 ‘습득한다’는 의미이므로 acquiring이 알맞다. 

require는 ‘요구하다’의 의미이다.

(C)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므로 industr ious가 알맞다. 

industrial은 ‘공업의, 산업의’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virtue[və́ː rʧuː] 미덕; 장점     

valuable[vǽljuəbl] 가치 있는; 귀중한     science[sáiəns] 학문, 지식     

boredom[bɔ́ː rdəm] 지루함, 권태     

employ[implɔí] ~에 헌신하다, ~에 열중하다     

recipe[résəpi] 비결, 방안     felicity[filísəti]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지복

04���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뉴욕 시에서 Rubina라는 이름의 내 제자는 그녀의 국적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녀는 너무 위축되어 있었고 터놓고 이야기

를 하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멸시하며 

(→ 북돋워 주며), 학급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권장하면서 그 학

급과 함께 노력하며 여러 달이 지나자, 그 학급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긴 대화와 계속되는 

반복 교육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당신이 학생들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알게 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결국 학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이상 서로를 놀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오답 근거

①   pick on은 ‘~을 괴롭히다’의 의미로, 문맥상 Rubina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므로 수동태인 was picked on은 알맞다.

②   문맥상 자신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peak out은 알맞다.

❸   학생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고 동정심을 가지라고 권장하는 것과 비

슷한 맥락의 말이 와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격려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서로를 멸시하다’는 의미의 look down on one 

another은 ‘서로를 북돋아 주며’라는 뜻의 lift one another up 

정도로 고쳐야 알맞다.

④   ‘~을 끝까지 고수하다’의 의미인 stick to는 문맥상 알맞다.

⑤   문맥상 서로를 더 이상 ‘놀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making fun of는 알맞다.

어휘 담기  withdraw[wiðdrɔ]́ 움츠리다, 뒤로 물러나다 (− withdrew −  
withdrawn)     compassion[kəmpǽʃən] 동정, 연민     

overnight[òuvərnáit] 하룻밤 사이에     

reinforcement[rìːinfɔ́ː rsmənt] (감정·생각 등의) 강화, 보강     

expectation[èkspektéiʃən] 기대, 예상     

eventually[ivénʧuəli] 결국,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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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kláimit] 분위기, 풍조; 기후     get along 잘 지내다     

make fun of ~을 놀리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①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05회 p  124 ~ 125

01���정답��②

어법평가영역 ㅣ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생략,  

to부정사, 병렬구조

전문해석  일단 침팬지들이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자마자, 

Jane Goodall은 그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준 발견을 하게 되

었다. 무엇보다도, Jane Goodall은 침팬지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관찰하고 있을 때, 몇몇 침팬지들은 긴 풀잎

들을 뜯어서 그 잎사귀들을 벗겨내고는 한쪽 끝부분에 침을 발라 끈적

거리게 만든 후, 그 줄기를 흰개미 집에 넣었다가 흰개미가 가득 붙은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들은 이것들을 마치 아이가 막대 사탕을 빨아먹

듯이 핥아먹었다. 이것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을까? 도구란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조된 물건이다. 기다란 풀잎은 도구가 아니다. 그

러나,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끈끈하게 만들어져서 흰개미를 끄집어

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도구이다.

정·오답 근거

①   「지각동사 (saw) + 목적어(chimps) + 목적격보어(make and use)」 

의 형태이다. chimps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능동의 주체이므로 동

사원형이 쓰였다.

❷   흰개미로 덮여 있는 줄기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it(= the stem)

을 수식하는 분사로, covering은 과거분사인 covered로 고쳐야 

한다.

③   would lick off a lollipop에서 주절과 반복되는 lick off가 생략된 

것이다.

④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낸다. in order to suit로

도 쓸 수 있다.

⑤   has been에 3개의 과거분사 stripped, made, used가 연결된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휘 담기  pluck[plʌk] 뽑다, 꺾다     blade[bleid] 길쭉한 잎; 칼날     

strip[strip] 벗기다     lick[lik] 핥다     sticky[stíki] 끈적거리는     

poke[pouk] 쿡 찌르다; 쑤셔넣다     lollipop[lálipàp] 막대 사탕     

modify[madəf́ài] 변형하다, 개조하다     suit[suːt] 적합하게 하다

once는 ‘한 번’ 또는 ‘언젠가’라는 의미가 있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일단 ~하면’, ‘~하자마자’의 의미이다. 

Once the chimps let her come close, ~.

▶   ‘침팬지들이 그녀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자마자’로 해석된다.

어법 이것만은 꼭!  분사의 역할

02���정답��④

어법평가영역 ㅣ 가정법 과거, 자동사, 관계대명사

전문해석  만약 모든 관계와 가족 문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고

안된 한 가지 제안을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

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자들이라고 말해야

겠다! 내가 일생 동안 알아온 수백 명의 여성들과 일을 통해 이야기해 

보았던 수천 명의 여성들 중 대다수가 배우자, 남자 친구, 중요한 다른 

사람, 또는 아버지가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대부분은 듣는 

태도가 아주 약간만 개선되어도 훨씬 잘 받아들여질 것이고, 관계의 본

질과 상관없이 분명히 그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잘 듣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마법의 약’과 거의 같다.

정·오답 근거

(A)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 하므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가 적절하다.

(B)   the thousand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speak는 자동사로 ‘~에게 말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뒤에

전치사 to를 수반해야 한다. 

(C)   guarantees의 주어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a magic pill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틀리기 쉬운 구문   끄집어내기 

If I had to pick a single suggestion [that was designed 

to help virtually all relationship and family problems], 

it would be to become a better listener. 

▶ 가정법 과거 문장이며,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 a 

single suggestion을 수식한다. 

어휘 담기  suggestion[səɡdʒéstʃən] 제안, 제의     

virtually[və́ː rʧuəli] 사실상     vast[væst] 거대한     

majority[mədʒɔ́ː rəti] 대다수, 대부분     spouse[spaus] 배우자   

significant[siɡnífikənt] 중요한     

improvement[imprúːvmənt] 개선; 향상     

undoubtedly[ʌǹdáutidli]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히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상관없이〕     

guarantee[ɡӕ̀rəntíː] 보장하다

03���정답��③

어휘평가영역 ㅣ 둘 중 적절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모든 위대한 책들에는 지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위인들의 인생에도 재미없는 시기가 있었다. 현대의 한 출판업자가 최

초로 그에게 기탁된 새 원고로서 구약성서를 보았다고 상상해보자. 예

를 들어, 계보학자적인 입장에서 그가 어떤 논평을 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는 “선생님, 이 장은 활력이 부족한데, 그렇게 조금 언급

가정법 과거: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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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의 이름만 그저 잔뜩 나열해 놓은 것을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으시겠지요. 이야기를 멋지게 시작했다는 것은 인정

하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시는군요. 중요한 내용

만 간추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빼서, 적당한 분량으로 줄인 다음 원고를 

다시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했다.

정·오답 근거

(A)   모든 책에 지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portions가 

알맞다. potion은 ‘(약 등의) 1회 분량’이라는 의미이다.

(B)   어떤 ‘논평’을 할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comments가 알맞다. command는 ‘명령’의 의미이다.

(C)   ‘불필요한’ 내용을 빼라는 의미이므로 superfluous가 적절하다. 

substantial은 ‘중요한, 본질적인’의 의미이다.

어휘 담기  stretch[streʧ] (얼마 동안 계속되는) 기간, 시간     

confront[kənfrʌ́nt] 직면하다, 맞서다     

pep[pep] 활력, 생기     proper name 고유명사     

highlight[hàiláit] 가장 중요한 부분     

superfluous[supə́ː rfluəs] 여분의; 불필요한     

reduce[ridjúːs] 줄이다, 축소하다

04���정답��①

어휘평가영역 ㅣ 내용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전문해석  몇 년 전 어린 학생이었을 때, 나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 수

년간 내가 살았던 아파트마다 벽에 핀으로 반드시 꽂아 두었던 

Vincent van Gogh가 그린 그림의 인쇄물을 보았다. 그 그림의 소재

는 아주 비범했다 (→ 평범했다). 단지 꾸밈 없는 바닥 위에 놓여 있는 앉

는 부분이 직물로 짜여진 의자 하나였다. 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것

의 단순함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어수선함도, 관련 없는 어떤 것도 없었

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아파트와는 너무

나 달랐다. 나는 그 그림 속의 깨끗한 공간에서 살고 싶었다. 내가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힘들게 꾸려 나가는 동안 내 삶은 항상 복잡했었다. 나

는 이런 삶에서 종종 받게 되는 압도감에 대한 해결책이 소유물을 거의 

가지지 않은 채, Vincent van Gogh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오답 근거  

❶   그림에 그려진 것은 그저 꾸밈 없는 바닥 위에 놓인 의자 하나라고 

했으므로, 그림의 소재가 ‘비범했다’가 아니라 ‘평범했다’는 흐름이 

되어야 하므로 extraordinary를 ordinary로 고쳐야 알맞다.

②   Gogh의 그림이 필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것의 ‘단순함’에  

관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므로 simplicity는 적절하다.

③   문맥상 Gogh의 그 평범한 그림에는 어수선함이나 ‘관련 없는’ 어떤 

것도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extraneous는 적절하다.  

④   그림 속의 공간은 필자가 살고 있는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는 다르다고 했으므로 ‘깨끗한’의 의미인 clear는 적절하다.

⑤   필자는 자신의 복잡한 삶에서 받게 되는 압도감에 대한 해결책이 소

유물을 ‘거의 가지지 않고’ Gogh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므로 few는 적절하다. 

어휘 담기  stir[stəːr] 감동시키다, 마음을 흔들다     

pin[pin] 핀으로 고정시키다     flat[flæt] 아파트

subject matter 주제, 소재     

extraordinary[ikstrɔ́ː rdənèri] 비범한, 뛰어난     

plain[plein] 소박한, 꾸미지 않은     clutter[klʌ́tər] 어수선함, 혼란     

extraneous[ikstréiniəs] 관련 없는     

junk[dʒʌŋk] 쓸모없는 물건, 쓰레기       

juggle[dʒʌɡl]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곡예하듯 하다 ; 절묘히 다루다     

overwhelmed[òuvərhwélmd] 압도된   

possession[pəzéʃən] 소유(물);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