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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그 아기는 잔다.

2 그는 어려 보인다.

3 그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4 그는 그들에게 똑같은 인형을 사주었다.

5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B
6 그는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7 그 학생들은 그의 강의에 출석한다. 

8 그들은 그 문제를 논의했다.  

9 그들은 다시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10  나는 그에게 내 실수에 대해 사과했다.

1 approached 2 married 3 attend 4 listen to 5 object to  

6 occurred 

Check Up

해석 

1 한 여자가 벤치로 다가왔다.

2 그녀는 스무 살 때 그와 결혼했다. 

3 나는 정규 피아노 수업에 참석할 수 없었다. 

4 그녀는 잠들 때까지 노래를 듣곤 했다. 

5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신축 계획에 반대한다. 

6  오류를 피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류가 발

생했다.  

해설

1  approach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approached가 적절하다. 

2  marry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married가 적절하다.

3  attend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attend가 적절하다.

4  listen은 자동사이므로, ‘~을 듣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전치사 to
와 함께 써서 listen to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5  object는 자동사이므로, ‘~에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전치

사 to와 함께 써서 object to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6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아닌 부사구가 왔으므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

사 occurred가 적절하다. 

C
11  마이크는 피곤해졌다.

12  그녀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있었다. 

13  우리는 어젯밤에 추위를 느꼈다. 

14  이 음식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15  그는 그들이 점심을 함께 먹는[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16  그들은 한 소년이 큰 소리로 우는[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17  나는 내 이름이 한 여자에게 불리는 것을 들었다. 

18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다. 

19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게 했다. 

20  나는 당신이 우리 온라인 상점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22  그것이 차 사고가 일어나게 했다. 

1 play 2 positive 3 to bring 4 strong 5 healthy 6 stay 

Check Up

해석 

1 사람들은 그가 그의 최고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2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3 그는 그들이 벤저민을 자기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했다.  

4 바람이 강하게 불자, 문이 쾅 닫혔다. 

5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6  그들은 아이들이 늦게까지 자지 않고 그런 영화를 보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해설

1  지각동사 watch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므로, 동사

원형 play가 적절하다. 

2  stay는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이고 보어로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positive가 적절하다. 

3  forc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ring이 적절하다. 

4  ‘~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인 grow는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이고 보어로

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strong이 적절하다.  

5  make의 목적격 보어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healthy가 

적절하다. 

6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stay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bad 2 called 3 repaired 4 coming 5 enter 

6 discussed 7 willing  

B  1 get 2  3  4 agree to[with] 5  6 entered  

7 to avoid   

C  ①

A
해석

1 이 적포도주는 상했다. 

2 그녀는 오늘 아침 일찍 나에게 전화했다. 

3  나는 내 낡은 차가 정비공에게 수리되도록 했다. 

4 나는 이상한 소리가 상자에서 나고 있는 것을 들었다. 

5 브루스는 고양이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6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다.

01│문장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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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연구는 제품 라벨에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은’이라고 쓰여 있을 때 소

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설

1  ‘~이 되다, (어떤 상태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쓰인 go는 보어가 필요한 자

동사이고 보어로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bad가 적절하다.  

2  call은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called
가 적절하다. 

3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취하는데 여

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repaired
가 적절하다.  

4  지각동사 hear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므로, 현재

분사 coming이 적절하다.  

5  지각동사 watch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는데 여기

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동사원형 enter가 적절

하다. 

6  discuss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discussed가 적절하다. 

7  found의 목적격 보어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willing이 

적절하다. 

B
해석

1 그들은 상황을 나빠지게 만들었다. 

2 그 배우는 말을 좀 더 조심하게 되었다. 

3 정부군은 반군들이 항복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4 그들은 공립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한 생각에 동의한다. 

5  사람들은 보통 여자아이들이 아버지를 더 많이 닮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한다.

6 여러 해의 고된 훈련 끝에, 그는 마침내 대회에 출전했다. 

7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신이 일어남 직한 위험한 실수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해설

1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get으로 고쳐야 한

다. 

2  ‘~해지다, ~이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become은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

이고 보어로는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careful이 쓰인 것은 맞다. 

3  urg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give up이 쓰인 것은 

맞다. 

4  agree는 자동사이므로, ‘~에 동의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전치

사 to[with]를 함께 써서 agree to[with]로 고쳐야 한다.

5  resemble은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resemble만 쓰인 것은 맞다.

6  enter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entered로 고쳐야 한다. 

7  enable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avoid로 고쳐야 한

다. 

C
해설

①  encourag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develop으로 고쳐야 한다. 

②  「keep+목적어+목적격 보어」는 ‘~을 …하게 유지하다’라는 의미이고 

목적격 보어로는 형용사가 쓰이므로, safe가 쓰인 것은 맞다. 

③  help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to foster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본교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서, 자연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장려하

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고 보통 인근 숲이나 강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물론, 저희

의 최우선 사항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야외에서

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저희는 그들이 자연에서 편한 마음을 갖는 데 필요

할 기량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휘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attitude 태도 long- lasting 오래 지속되는 

commitment 약속; 책무 enhance 높이다[향상시키다] awareness 의식[관

심] involve 수반[포함]하다; *참여하다 nearby 인근의, 가까운 곳의 priority 

우선 사항; 우선(권) foster 조성하다, 발전시키다 feel at home 편한 마음을 갖다

구문 해설

[2행] Students [involved in this program] spend a great deal 
of time in the outdoors and often find places to study in the 

nearby woods or along the river.

▶ [ ]는 Student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동사 spend와 fin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to study는 place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5행] …, we will help them to foster the skills [(which/that) they 

will need to feel at home in nature].

▶  [ ]는 선행사인 the skill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적중 실전 예제 

001  ② 002  ③ 003  ② 004  ⑤     

001│②

해설

②  지각동사 watched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동사

원형 get off 또는 현재분사 getting off로 고쳐야 한다.

①  일을 마쳤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는 내용이므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left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구 the only one을 수식하는 분사구로 버스

에 ‘남겨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분사 left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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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plain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that이 쓰

인 것은 맞다.

⑤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인 I와 분사가 능동 관

계이므로, 현재분사 knowing이 적절하다. 

해석 

나는 양로원에서 일했다. 일을 마치니 늦은 저녁이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

리를 달려 내려갔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을 즐겼고, 같이 탄 승객

들이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뒤에, 내가 버스에 남은 유

일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내릴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기사가 나에게 

“어디 사세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바로 다음 거리에 산다고 설명

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기꺼이 집 앞에 내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제안

이 매우 고마웠다. 나는 버스 기사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그의 친절함을 잊

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걸어갔다.

어휘 nursing home 양로원 fellow 같은 처지에 있는, 동행하는 get off 
(차에서) 내리다, 하차하다 offer 제의하다, (기꺼이) 해 주겠다고 하다; 제의, 제안

kindness 친절, 다정함

구문 해설 

[8행] He then offered to drop me off outside my house.

▶ offer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  「타동사+부사」로 이루어진 2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을 따름

002│③ 

해설

(A)   apologize는 자동사이므로 ‘~에게 사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전치사 to와 함께 써서 apologize to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know가 적절하다.

(C)   ‘~하는 데 쓰이다’란 뜻의 「be used to-v」  구문에서 3개의 to부정사

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으므로 to bridge가 적절하다. 

해석 

사과는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상한 마음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커다란 선

물을 주는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한 

일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경의를 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쓴다는 것을 표

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이 망쳐버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당신의 최선의 도구이다. 그것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해를 막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거리감을 메우는 데 쓰

일 수 있다. 

어휘 heal 치유하다; 고치다, 개선하다 relationship 관계 mend 고치다, 수

리하다 truly 진심으로 regret 뉘우치다, 후회하다 respect 존경(심), 경의

care about ~에 신경 쓰다 fix 고정시키다; *바로잡다 anger 분노 prevent 
막다, 예방하다 misunderstanding 오해 bridge 다리로 연결하다; *(공간 등을)

 메우다 distance 거리; *거리감

구문 해설 

[4행] By saying you’re sorry, you can let that person know [that 
you truly regret {what you did}].

▶ 「by v-ing」  ‘~함으로써’ 

▶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regret
의 목적어 역할을 함

[6행] It is also a way of [showing respect] and [expressing to 

others that you care about {how they feel}].
▶  두 개의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동명사구로 접속사 and로 병렬 연

결됨

▶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7행] Because of this, apologizing is your best tool [for fixing 

{whatever you have broken}].

▶ [ ]는 your best tool을 수식하는 전치사구

▶  { }는 fix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whatever는 ‘어떤 ~일지라도’

라는 의미의 복합관계대명사 

003│② 

해설 

(A)   approach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approaching이 적절하다.  

(B)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remain이 적절하다.  

(C)   makes의 목적격 보어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invaluable이 적절하다.

해석 

마라톤 선수들이 왜 경주를 마치고 은색 담요를 두르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

는가? 일단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멈추면 체온이 떨어지지만, 그 담

요는 그들이 체온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사실 담요는 나사에 의해 개발되었

다. 1973년에, 나사의 우주 정거장 중 한 곳의 열 차단막이 고장 나서, 내부 

온도가 섭씨 54도에 육박했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나사는 열을 반사하는 

차단막을 만들어서 우주선 온도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그들이 사용

한 재료는 또한 체열을 신체 쪽으로 다시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보존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이 재료가 경주를 마치고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하

는 마라톤 선수들에게 매우 유용하도록 한다. 

어휘 wrap 싸다, 둘러싸다; (무엇의 둘레를) 두르다 blanket 담요 space 

station 우주 정거장 shield 방패, 보호막; 보호 장치 reflect (빛 ·열 등을) 반사

하다 spacecraft  우주선 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material 재료  

invaluable 매우 유용한, 귀중한

구문 해설 

[1행] Have you ever wondered [why marathon runners wrap 

themselves in silver blankets after races]?

▶  [ ]는 wondered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

순을 취함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4 17. 10. 11.   오후 2:53



문법 ·어법 ·어휘 모의고사•5

▶  의문사절 내에서 주어(marathon runners)와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쓰임  

[10행] The material [(which/that) they used] also has the ability 

to keep heat in because it can reflect body heat back towards 

the body.

▶  [ ]는 선행사인 The material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단수 명사 The material이므로, 단수 

동사 has가 쓰임

▶ to keep은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04│⑤ 

해설

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think로 고

쳐야 한다. 

①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된 일을 나타내는 조동사이

며,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②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에서 분사 explaining과 sharing이 접

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③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이긴 하지만’의 의미의 접속사 

Although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④   ‘~부터[이후]’의 의미의 since는 현재완료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has changed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해석 

정치 연설은 때때로 ‘가두연설’이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1800년대에 미국

에서 유래했는데, 그때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

곤 했다. 청중이 잘 보고 듣게 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종종 나무 그루터기에 

섰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에 대한 자신의 신념

을 공유하면서,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연설했다. 이것이 가두연설을 반복적

이게 했지만, 사람들이 연설을 한 번 이상 들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것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등장 이후로 상당히 달라졌고, 이것은 같은 출마

자의 여러 연설을 보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오늘날, 반복되는 출마자 연설

은 사람들에게 그 출마자가 참신한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어휘 political 정치적인 speech 연설, 담화 stump (나무의) 그루터기; (선거)

유세 politician 정치인 campaign 캠페인[운동]을 벌이다; 캠페인 audience 

청중[관중]; 시청자[독자]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deliver a speech 연설

하다 belief 신념, 확신 repetitive 반복적인 (n. repetition 반복[되풀이])

unlikely ~할[일] 것 같지 않은 significantly 상당히[크게] arrival 도착; *도입, 

도래 candidate 입후보자[출마자]  

구문 해설 

[2행] This term originated in America in the 1800s, [when  

politicians would travel from place to place {while 

campaigning}].

▶ [ ]는 선행사인 the 1800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10행] However, this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arrival of television and the Internet, [making it easy {to watch 

several speeches from the same candidate}].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it은 가목적어이고, { }가 진목적어

수능 필수 어휘 반의어 1
1 absorb 2 release 3 accessible 4 inaccessible  

7 enhance 8 reduce 14 temporary 15 permanent 

해석 

1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저장한다.  

2 많은 플라스틱이 불에 탈 때 유독성의 화학 물질들을 방출한다. 

3 인터넷은 현재 거의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4 그 성은 수리로 인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5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6 지역 발전소는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한다.   

7 신선한 허브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 줄 수 있다.   

8 새 지하철 노선은 도시의 교통량을 감소시킬지 모른다. 

9 그 분수의 복잡한 디자인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10  그 소설의 줄거리는 단순해서 이해하기 쉬웠다. 

11  나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낙관한다. 

12  의사들은 그 환자의 회복에 비관적이었다. 

13  나는 외판원이 내게 말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14  그녀는 병원에서 한 달간의 임시직을 구했다.  

15  그녀는 완쾌되었지만, 그녀의 흉터는 영원할 것이다.

어휘 Practice
A  1 absent 2 absorb 3 irrelevant 4 extraordinary  

5 consumed
B  1 × 2  3 × 4  5 

C (A) profitable (B) supply (C) accessible

A
해석 

1 내 여동생은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결석했다. 

2  이 소재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신의 발을 마른 상태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3 그는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면, 그것을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이다. 

4 이 상은 연구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여준 사람에게 수여된다. 

5  고속 운전에서보다는 저속 운전에서 연료가 덜 소모된다는 것이 입증되

었다. 

B
해석 

1  딘은 대개 말수가 적은 조용한 남자아이인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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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보였다.

2 활화산이 인근 난민 수용소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3  이 탑은 해수면 위로 300피트 이상 되는 수평의(→ 수직의)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다. 

4 시골 지역에서 도시로의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었다. 

5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호흡이 더 빨라지고 심박 수가 증가한다. 

C
해설  

(A)   뒤에 공유 경제로 성공한 사업체의 예시가 나오므로 ‘수익성이 있는’의 

의미인 profitable이 적절하다. unprofitable ‘수익을 못 내는’

(B)   각 개인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

된다는 내용이므로, ‘공급[제공]하다’의 의미인 supply가 적절하다. 

demand ‘요구하다’

(C)   공유 경제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접근 가능한, 접근하기 쉬운’의 의미인 accessible이 적

절하다.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해석

나눔의 관행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늘 흔하게 있었다. 하지

만 최근에, 인터넷은 회사들이 그것을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로 탈바꿈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체제는 ‘공유 경제’로 알려져 있으

며, 그것은 에어비앤비와 우버와 같이 새롭고 크게 성장한 회사들에 의해 입

증된다. 이 회사들은 개인들을 숙박 시설이나 시내까지 태워 주기와 같이 각 

개인을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이들과 연결해준다. 공

유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어떻게 소유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

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제공자가 손쉽게 여분의 돈도 벌 수 있게 해준다.

어휘 practice 실행, 실천; *관행, 관례 common 흔한 socio-economic 

사회 경제적인 demonstrate 보여주다, 입증[실증]하다 highly 크게, 대단히

individual 개인 accommodation 거처; *숙박 시설 ride (차 등을) 타고 가기   

interact with 소통하다; 상호 작용을 하다 provider 제공자, 제공 기관  

구문 해설 

[2행] …, the Internet has allowed companies to turn it into a 

profitable business model.
▶ 「allow A to-v」  ‘A가 ~하게 하다’

▶ it은 앞 문장의 The practice of sharing을 가리킴 

[4행] These companies connect individuals with others 

[who can supply something {(that) they need}], such as 

accommodations or a ride across town. 

▶ [ ]는 선행사인 oth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선행사인 some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 they는 앞에 나온 individuals를 가리킴  

[5행] The sharing economy is changing [how we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how we use the resources {(which/that) we 

have}].

▶  두 개의 [ ]는 chang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로, 「의문사

+S+V」의 어순을 취함 

▶  { }는 선행사인 the resourc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6행] Not only does it make things accessible to those [who 

need them], it also enables the provider to easily make some 

extra money. 

▶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로, 부정어

구인 Not only가 문두에 나와 「do[does/did]+S+V」의 어순이 됨  

▶ [ ]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enable A to-v」  ‘A가 ~할 수 있게 하다’

02│수 일치

A
1 자기 일에 대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성공한다. 

2 남성이 여성보다 덜 감정적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3 지폐와 동전으로 가득 찬 가방 하나가 역에서 발견되었다. 

4 친구들 몇 명과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5 산산조각이 난 접시는 못쓰게 되어 버렸다. 

6 가족에게서 온 편지들은 그를 웃게 만든다.

7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B
8 나는 차를 한 대 샀는데, 그 색이 매우 독특하다. 

9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우리 반이다.   

10  당신 딸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학생회장이다. 

11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아름답다. 

1 are 2 is 3 was 4 them 5 works, develops 6 makes 

Check Up

해석

1 네 책상 위의 책들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이다. 

2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의 능력은 대단하다.  

3 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유용했다. 

4 나는 쿠키를 좀 만들었지만, 내 동생이 그것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5 밤늦게 일하는 사람은 보통 수면 장애가 생긴다.  

6 일부 질병에 대한 약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해설

1  주어 The books가 전치사구 on your desk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

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2  주어 His ability가 부정사구 to memorize English words의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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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적절하다. 

3  주어 The information이 형용사구 available on this site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적절하다.  

4  앞에 언급된 some cookies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필요하므로, 

them이 적절하다. 

5  관계사절의 선행사 A person이 단수이므로 관계사절의 동사는 works
가 적절하며, 주어 A person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문장 전체의 동사는 단수형인 develops가 적절하다. 

6  단수 주어 The fact가 동격절 that there ... some diseases의 수식

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makes가 적절하다.  

C
12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안다.  

13  절반의 돈이 계좌에서 없어졌다.  

14  이 시기에 손님의 수는 확실하지 않다. 

15  많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16  우리 중 한 명은 유기견을 돌봐야 한다. 

17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승리하고자 하는 너의 의지이다. 

18  다음의 각 질문들은 별도 페이지에 있다.

19  각각의 회사는 자사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D
20  당신이나 나 둘 중 한 명이 그 결과에 책임이 있다.

21  사과뿐만 아니라 우유도 이번 주에 할인을 한다.

1 lasts 2 seem 3 are 4 works 5 do 6 is

Check Up

해석

1 각 발표는 15분간 계속된다.

2 많은 간식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다. 

3 그 의자들의 3분의 2는 참나무로 만들어진다. 

4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금융 기관에서 일한다. 

5 학생들이 수업에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 

6 컴퓨터 바이러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설

1  「Each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로, lasts가 적

절하다.

2  「A number of+복수 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복수 동사를 쓰므로, 

seem이 적절하다. 

3  「분수+of+명사」가 주어일 경우 of 뒤의 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키

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4  「One of+복수 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로, works
가 적절하다. 

5  부정어 Hardly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데 도치된 주

어가 복수 명사 the students이므로, 복수 동사 do가 적절하다. 

6  「The number of+복수 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

로, is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was 2 looks 3 sounds 4 want 5 them 6 were  

7 has   

B 1 are 2 were 3  4  5 were 6  7 act    
C ①

A 
해석

1 그들은 각각 지난주에 이름표를 받았다. 

2 두 상점의 가구는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3 그 상사가 그들 전원을 해고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4 다수의 회원들이 내일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한다. 

5 학교 건물들이 그것들을 채워줄 아이들 없이 쓸쓸히 서 있다. 

6 편집자도 판매 사원들도 그 출판 기념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7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배운 아이는 학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

다. 

해설

1  「Each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로, was가 적

절하다.   

2  주어 The furniture가 전치사구 in both stores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looks가 적절하다. 

3  주어 The rumor가 동격절 that … all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sounds가 적절하다. 

4  「The majority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of 뒤의 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키므로, 복수 동사 want가 적절하다.

5  앞에 언급된 School buildings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필요하므로 

them이 적절하다. 

6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  구문에서 동사는 B의 수에 일치시키

므로, 복수 동사 were가 적절하다.

7  주어 A child가 과거분사구 taught … others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

이므로, 단수 동사 has가 적절하다. 

B
해석

1 넥타이뿐만 아니라 양말도 옷장에 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3 어제 없어진 보고서들은 중요하다. 

4 이 신약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은 안도감을 느낀다. 

5 아이스크림콘이나 쿠키 중 하나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6 축제의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흥미롭다. 

7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해설 

1  「B as well as A」구문에서 동사는 B의 수에 일치시키므로, 복수 동사

are로 고쳐야 한다. 

2  「Most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of 뒤의 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키

므로, were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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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어 The reports가 관계사절 which disappeared yesterday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인 것은 맞다. 

4  주어 Patients가 현재분사구 receiving … medicine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복수 동사 feel이 쓰인 것은 맞다.  

5  「either A or B」  구문에서 동사는 B의 수에 일치시키므로, 복수 동사 

were로 고쳐야 한다. 

6  관계사절 that … festival의 수식을 받는 주어 The pictures가 쓰였

으므로, 복수 동사 show가 쓰인 것은 맞다. 

7  관계사절 who ... to의 선행사 people이 복수이므로, 관계사절의 동사

는 복수 동사 act로 고쳐야 한다. 

C 
해설 

①  「B as well as A」  구문에서 동사는 B의 수에 일치시키므로, 단수 동

사 works로 고쳐야 한다. 

②  주어가 현재분사구인 taking drugs for depression의 수식을 받는 

424 people이므로, 복수 동사 were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주어가 both forms of treatment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영국의 한 연구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집단 치료도 우울증 재발에 시달리

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우울증약을 복용

하는 424명의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모집되었다. 이 참

가자들 중 절반은 2년 동안 계속 약을 복용한 반면에, 나머지 절반은 약물치

료를 중단하고 집단 치료를 시작했다. 약물치료를 계속한 참가자들의 53%

와 비교하여, 집단 치료를 받은 참가자들의 56%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는

데, 이는 두 가지 형태의 치료가 거의 동일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어휘 therapy 치료, 요법 treatment 치료 recurring 되풀이하여 발생하

는 (n. recurrence 반복, 재발) depression 우울증 recruit 모집하다[뽑다]  

remain 계속[여전히] ~이다 medication 약[약물] (치료) participant 참가자  

undergo 겪다[받다] equally 똑같이, 동일[동등]하게 effective 효과적인

구문 해설

[3행] Half of these participants remained on their medication 

for two years, while the other half stopped taking medication 

and began group therapy.

▶ while은 ‘~인 데 반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 종속절의 동사 stopped와 began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4행] 56% of the participants [that underwent group therapy] 

didn't experience a recurrence, compared to 53% of those [who 

continued with their medication], showing that both forms of 
treatment are about equally effective.

▶  두 개의 [ ]는 각각 선행사인 the participants와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showing 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적중 실전 예제 

005  ④ 006  ⑤ 007  ④ 008  ⑤     

005│④ 

해설 

(A)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 mine이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

치된 형태로 주어가 two sweet little boys이므로, 복수 동사 were
가 적절하다. 

(B)  아이들이 차에 ‘남겨진’ 것이므로 수동태 been left가 적절하다. 

(C)   앞에 언급된 단수 명사 a note를 받는 지시대명사가 필요하므로, it이 

적절하다. 

해석 

나는 식료품을 사서 내 차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내 차 옆에 있던 차의 뒷 좌

석에는 두 명의 귀여운 어린 남자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그 차의 창문은 내

려져 있었고,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대형 상점가의 붐비는 주차장에 이 

아이들만 차 안에 완전히 홀로 남겨져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계속해서 차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서, 필시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걱정하는 바에 관한 메모를 재빨리 써서 그것을 앞자리에 놓아두었다. 

어휘 grocery 식료품 및 잡화 unlocked 잠겨 있지 않은 shopping center 

상점가 completely 완전히 concern 우려[걱정]

구문 해설 

[1행] I was returning to my car [after buying groceries].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6행] The boys kept getting in and out of the car, and could 

easily have been hit by another car. 

▶ 「keep v-ing」  ‘계속 ~하다’ 

▶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could have p.p. 」의 수동형 

006│⑤ 

해설 

⑤  주어 industry가 현재분사구 spending … children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has로 고쳐야 한다. 

①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

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을 이끄는 것은 맞다. 

②  선행사인 “pester power”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This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내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

거분사 spent가 time을 수식하는 것은 맞다. 

해석 

과거에, 가족의 모든 의사 결정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는, 자녀들이 발언권을 더 많이 가진다. 그들은 종종 부모가 사주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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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알려지게 한다. 이것은 ‘페스터 파워’라고 불

리는데, 이것은 부모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의 능력을 말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 가정에서, 부모 둘 다 일을 한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바쁘지만 쓸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종 그들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을 대체할 물건을 산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지출

하는 업계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어휘 voice 목소리; *발언권 pester 조르다, 성가시게 하다 refer to ~을 나타

내다 influence 영향을 주다[미치다] purchase 구입[구매]하다 marketer 

마케터, 마케팅 담당자 force 물리력; *힘 substitute 대신하다; 대용[대치]하다

industry 산업; *기업, 업계 advertise 광고하다 explode 폭발하다; *폭발적으

로 증가하다 recent 최근의 

구문 해설  

[3행] They often make their opinions known about what they 

want their parents to buy. 

▶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known이 

쓰임

▶ 「want A to-v」  ‘A가 ~하기를 원하다’ 

[6행] Marketers understand [what a powerful force it can be]. 

▶   [ ]는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what+ (a/an)+

형용사+명사+S+V」  어순의 감탄문임 

[8행] This means [(that) they are very busy, but have more 

money to spend]. 

▶ [ ]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to spend는 more mone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07│④ 

해설

(A)   「end up v-ing」는 ‘결국 ~하게 되다’의 의미로 동명사 expanding
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B)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복수 명사인 ways이므로, 관계사절 내의 동사는 

were가 적절하다.

(C)   「all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동사는 of 뒤의 명사인 these styles에

수를 일치시켜야 하므로, 복수 동사 involve가 적절하다. 

해석

사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프랑스 화가인 폴 들라로슈는 “오늘로 그림

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혁신이 결국 예술의 가능성

을 크게 확장했다. 사진술은 전통적인 화법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빛과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한 이미지를 통해 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많은 화가가 그들의 대상을 정확히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진에 기반을 둔 그림을 그렸다. 사진술은 또

한 인상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화풍의 발달로 이어졌

다. 사진술처럼, 이러한 모든 화풍은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휘 photography 사진[촬영]술 declare 선언[선포]하다 technological 
과학 기술의, 기술적인 innovation 혁신 greatly 대단히, 크게 expand 확대

[확장]시키다 capture 포획하다; 정확히 포착하다[담아내다] subject 주제; *대상

[소재] lead to ~로 이어지다 development 발달; 개발 impressionism 인

상주의, 인상파 surrealism 초현실주의 presentation 제시; 표현

구문 해설

[5행] Photography allowed viewers to see the world through 

images [that captured light and movement in ways {that were 

impossible with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s}].

▶ 「allow A to-v」 ’A가 ~하게 하다’ 

▶  [ ]와 { }는 각각 선행사인 images와 way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

[8행] Many artists started using cameras to capture their 

subjects and then produced paintings [based on the 

photographs].

▶ 동사 started와 produce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to captur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painting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008│⑤ 

해설 

⑤  we can see는 that절의 주어인 the number of color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고, 주어가 「The number of+복수 명사」 형태이므로 단

수 동사 depends로 고쳐야 한다. 

①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사절 we see의 수식을 받는 the colors이므로 

복수 동사 are는 적절하다.

② 주어가 Each eyes로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contains는 적절하다.

③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to make는 적절하다. 

④  with receptors that don’t work properly는 주어 People을 수식

하는 전치사구이므로, 동사는 주어의 수에 일치시켜 복수 동사 have가 

적절하다.

해석 

사람들은 종종 색깔을 단순히 빛의 속성으로 여기는데, 이는 우리가 보는 색

은 우리의 망막에 부딪히는 빛의 파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색

은 또한 우리 눈이 작동하는 방식의 특성이기도 하다. 각 눈은 기본색인 빨

강, 파랑, 초록 각각에 하나씩, 세 개의 수용체를 갖고 있다. 이 기본색은 같

이 결합하여 우리들 대부분에 의해 보여지는 수많은 색을 만든다.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 수용체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색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의 수는 우리 눈의 능력치에 달려 있다고 해

도 무방하다. 

어휘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property (사물의) 속성[특성]

wavelength 파장 contain (~이) 들어[함유되어] 있다 basic 기본적인

combine 결합하다 millions of 수백만의, 수많은 work 일하다; *작동되다[기능

하다] properly 제대로, 적절히 have difficulty (in) v-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depend on ~에 의지하다; *~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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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6행] These basic colors combine to make the millions of 
colors [that are seen by most of us]. 

▶ [ ]는 선행사인 the millions of colo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0행]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number of colors 

{(which/that) we can see} depends on the ability level of our 

eyes]. 

▶ it은 가주어이고, [ ]는 진주어인 to부정사구 

▶  { }는 color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

사가 생략됨

수능 필수 어휘 반의어 2
3 dissociate 4 associate 5 damage 6 recover  

10 stiff 11 flexible 14 prohibit 15 permit

해석

1 인간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2 경찰은 그 살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3 그녀는 명성을 얻자, 자신의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했다.  

4 나는 어머니의 침착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느질에 연관 짓는다.

5 과도하게 큰 소음은 당신의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6  이 마을 사람들은 지난여름의 수해로부터 회복하려고 여전히 노력 중이다.

7  청소년은 노골적인 폭력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다. 

8  그녀의 시는 전쟁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으로 여겨진다.

9 그 전사들은 엄격한 윤리에 의해 통제되었다. 

10  그의 손가락들은 매서운 추위로 경직되었다. 

11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12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14  팀의 규칙은 그들이 음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15   당신의 변호사들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을 것이다. 

어휘 Practice
A  1 recovered 2 revealed 3 advantages 4 Objective  

5 rejecting  

B 1  2  3 × 4 × 5   

C (A) influence (B) flexible (C) associated

A
해석

1 다행히도,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업무에 복귀한다. 

2  그 디자이너는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무엇이 될지를 아직 밝히지 않

았다.  

3  뛰어난 신장과 속도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이점이다. 

4 객관적인 분석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평가를 말한다. 

5  수학은 방대한 양의 개념을 만들어 내고 성립하지 않는 다수를 버리는 

과정이다. 

B
해석

1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이 불법이다.

2  산악자전거 타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은 육체적인 힘이 있어

야 한다.

3 이 사용 설명서는 너무 복잡해서 상세화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4 두 번의 세계 대전은 현대 무기의 건설적인(→ 파괴적인) 힘을 보여줬다.

5 미국 문화의 주된 갈등 중 하나는 자유와 금지 사이의 갈등이다. 

C 
해설

(A)   성별 차이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자연스

러우므로, influence가 적절하다. fluency ‘유창성[능숙도]’

(B)   남녀가 균형 있게 섞인 곳에서 사회적 성장을 한 사람이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내용이므로, flexible이 적절하다. rigid ‘엄격한, 융

통성 없는’

(C)   의사소통 방식과 이와 ‘관련된’ 다른 특징을 발견함으로써 더 잘 소통한

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associated가 적절하다. dissociate 

‘분리해서 생각하다’  

해석

성별 차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의 

의사소통 방식은 문제 해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 주력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다른 방식보다 주로 한쪽 방식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서 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균형 있

게 섞인 곳에서 사회적 성장을 한 사람들은 대개 더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지닐 것이다. 의사소통 방식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 한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배경 모두 한몫을 한다. 의사

소통 방식과 그와 관련된 특징들을 발견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    

어휘 gender 성, 성별 assert 주장하다; *확고히 하다 dominance 우월; 지

배 strongly 강하게, 강경히 emphasize 강조하다 expose 노출시키다

mostly 주로 favor 찬성하다; 호의를 보이다 factor 요인, 인자 educational 
교육의, 교육적인 economic 경제의 background 배경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찾다, 발견하다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연관]짓다 interact 소통

하다; 상호 작용을 하다

구문 해설

[1행] Gender differences have a powerful influence on [how 

people communicate].

▶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

을 취함

[3행] Children [exposed mostly to one style over the oth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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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 to favor that style as adults.

▶ [ ]는 Childre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4행] However, those [whose social development occurred 

within a balanced mix of males and females] will usually have 

a more flexible communication style.

▶ [ ]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절 

03│시제

A
1 심슨 씨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난다. 

2 물은 섭씨 0도에서 언다. 

3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4 폴은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다. 

5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1876년에 전화를 발명했다. 

6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올 것이다. 

7 내 방이 지저분해서, 나는 이번 주말에 방 청소를 할 것이다. 

1 take 2 is 3 arrive 4 observed 5 runs 6 will retire

Check Up

해석 

1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열린다. 

2 에베레스트 산은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 잡고 있다. 

3 네가 공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4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0년에 목성의 네 개의 위성을 관측했다. 

5 배터리가 다 될 경우에 대비해서 내 전화 충전기를 가져갈게.  

6 우리 회장님은 이번 달 말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해설 

1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take가 적절하다. 

2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므로, 현재시제인 is가 적절하다. 

3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arrive가 적절하다. 

4  과거(in 1960)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시제 observed가 적절

하다. 

5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runs가 적절하다. 

6  미래(at the end of the month)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므로, 미래시제 

will retire가 적절하다. 

B
8 나는 이제 막 에세이 쓰는 것을 마쳤다. 

9 너는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니? 

10  그녀는 마이크와 5년 이상 동안 데이트를 해왔다. 

11  제 방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또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12  나는 그렉을 15년 이상 동안 알고 지내왔다. 

13  나는 그렉을 15년 이상 알았다. 

14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강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15  그 집은 그들이 이사 들어 오기 전에 비어 있었다. 

C
16  마사는 그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17  나는 그가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18  그 교수는 빛은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1 made 2 have taken 3 lived 4 had 5 would 6 attract

Check Up

해석

1 나는 일주일 전에 그 좌석을 예약했다. 

2 그들은 2001년 이후로 그 연구에 참여해 왔다. 

3 데이비드는 어렸을 때 브라질에 살았었다고 말했다.  

4 우리 가족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5  그 공무원들은 내게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6 아이작 뉴턴은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증명했다.

해설

1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a week ago가 있으므로, 과거시제 

made가 적절하다. 

2  since는 ‘~부터〔이후로〕’라는 의미로 현재완료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

를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have taken이 적절하다.  

3 브라질에 살았다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시제 lived가 적절하다.

4  내가 도착한 시점인 과거보다 가족이 식사를 마친 것이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already finished)가 적절하다. 

5  주절의 동사가 과거이므로, 종속절에는 조동사 will의 과거형인 would
가 적절하다. 

6  종속절이 과학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절의 시제와 무관하게 현

재시제인 attract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had gotten 2 met 3 have become 4 has been  

5 finish 6 is 7 find    

B 1  2  3  4 is 5 had already left 6  7 

C ③

A 
해석

1 그 개가 승합차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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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브와 나는 지난 휴가 때 재미있는 어떤 커플들을 만났다. 

3 스마트 기기는 최근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다. 

4 이곳은 수십 년간 그녀의 직장이어서 그녀는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5 아빠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내가 바로 갈게. 

6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7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그들은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해설

1  개가 차 안에 들어간 것이 아무도 몰랐다는 과거의 일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gotten이 적절하다.   

2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on our last vacation이 있으므로, 과

거시제 met이 적절하다. 

3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recent years
가 있으므로, 현재완료 have become이 적절하다. 

4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has been이 적

절하다. 

5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finish가 적절하다. 

6  주절이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의 내용이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므로, 현

재시제 is가 적절하다. 

7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find가 적절하다. 

B
해석

1 내 여동생은 일 년 정도 후에 아기를 낳을 예정이다. 

2 나는 올해 이미 알래스카를 세 번이나 다녀왔다. 

3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당신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4 이 파티가 끝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줄 것이다. 

5  나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녀는 이미 뉴욕으로 떠나

버렸다. 

6 조부모님께서는 30년 전에 샀던 작은 집에서 여전히 살고 계신다. 

7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의 대부분이 바다로 가라앉은 상태 

였다. 

해설 

1  미래(in about a year)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므로, 미래시제 is going 

to가 쓰인 것은 맞다.

2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have been이 쓰인 것은 맞

다. 

3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have가 쓰인 것은 맞다.  

4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is로 

고쳐야 한다. 

5  그녀가 뉴욕으로 떠난 것이 내가 그녀를 보러 간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already left로 고쳐야 한다. 

6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30 years ago가 있으므로, 과거시제

bought가 쓰인 것은 맞다. 

7  비행기가 바다에 가라앉은 것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보다 먼저 일

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sunk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2003가 있으므로, 과거시제 

launched로 고쳐야 한다. 

①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이를 둘러싼 폭력을 강조하는 꼬리표라는 것은 일

반적 사실이자 현재 상황이므로, 현재 시제 is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최근의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므로, 현재완

료 have been us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교전 지역에서 채굴되어 무장 충돌과 내전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팔리

는 다이아몬드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알려졌다.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둘

러싼 폭력을 강조하는 꼬리표이다. 이 다이아몬드는 전쟁의 한 원인이 될 뿐

만 아니라, 광부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을 촉발시켰다. 블러드 다이

아몬드 거래로 얻는 수익금은 앙골라, 콩고 민주 공화국, 그리고 시에라리온

에서 최근에 발생한 참혹한 내전에서 무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됐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엔은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세계적인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에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를 발족시

켰다.   

어휘 mine 캐다, 채굴하다 war zone 교전 지역 fund 자금[기금]을 대다

armed 무기가 사용되는, 무장한 conflict 갈등[충돌] civil war 내전 label 
상표; *꼬리표 stress 강조하다 violence 폭행, 폭력 surround 둘러싸다, 에

워싸다 contribute 기부[기증]하다; *(~의) 한 원인이 되다 prompt (~에게 …하도

록) 하다[촉발하다] exploitation 착취; (부당한) 이용 (v. exploit (부당하게) 이용하

다, 착취하다) abuse 남용, 오용; *학대 devastating 대단히 파괴적인, 엄청난 손

상을 가하는 launch 시작[착수]하다 certification 증명, 인증 scheme 계획, 

제도, 체계

구문 해설

[1행] Diamonds [mined in war zones and then sold to fund 

armed conflicts and civil wars] are known as blood diamonds.

▶ [ ]는 Diamond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to fund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2행] Not only do these diamonds contribute to wars, but they 

also prompt exploit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of mining 

workers.

▶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로, 부정어구

인 Not only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됨

[5행] …, the UN launched the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in 2003 to prevent blood diamonds from entering the 

global supply chain.

▶ to prevent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prevent A from v-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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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 실전 예제 

009 ⑤ 010 ① 011 ④ 012 ②  

009│⑤ 

해설

(A)   선행사 the new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

명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B)   뒤에 복수 명사 men이 쓰였고, neither of them이 나온 것으로 보아 

‘둘 다’의 의미의 both가 적절하다. each는 ‘각각(의)’의 의미이다.

(C)   경찰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그 사실을 깨닫기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

료 had made가 적절하다.

해석

한 운전자가 인적이 드문 시골 도로에서 남자 두 명이 무거운 자루들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에게 도둑 두 명이 열차를 세우고 돈이 가득 찬 우

편물 가방들을 훔쳤다는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 그

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다.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하여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두 남자를 모두 심문했으나, 그들 둘 다 영어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경찰에게 계속 소리를 질러댈 뿐이었다. 나중에, 경찰은 자신들이 심각

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들은 양파를 파는 프랑스인들

이었으며, 그들의 가방은 양파로 가득 차 있었다!

어휘 lonely 쓸쓸한; *인적이 드문 remind 상기시키다 mailbag 우편물 가방 

scene 광경, 현장 arrest 체포하다 question 질문하다, 심문하다 make a 

mistake 실수하다

구문 해설

[1행] A driver saw two men carrying heavy bags on a lonely 

country road.

▶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는데, 여

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진행이므로 현재분사 

carrying이 쓰임

[2행] This reminded him of the news that he had heard on the 

radio: two thieves stopped a train and stole mailbags [full of 
money].

▶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 [ ]는 mailbag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010│①

해설

①  과거의 일정 시점 이후부터(Since the 1970s)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

는 일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have been established로 고쳐야 한

다.

②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building
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선행사인 classes가 복수 명사이므로 관계사절에서 복수 동사 fit이 쓰

인 것은 맞다.

④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이며 주어 the focus가 단수 명사이

므로 단수 동사 ha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1970년대 이후로, 대안 학교들이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질환, 학습 장애, 또

는 심리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학업과 더불어, 이 학교들은 자신감을 높여 

주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더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정한 필요에 적합한 수업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것들이 행실이 좋지 못한 학생들과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오긴 했지만, 대안 학교들의 초점은 

최근 몇 년간 넓어져 왔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학습 환경이 그야말로 모든 

학생들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어휘 alternative 대안이 되는; 대안적인 establish 설립하다 have trouble 

v- ing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medical condition 질병, 질환 disability (신

체 ·정신적) 장애 psychological 정신[심리]적인 along with ~와 더불어

self-confidence 자신감 enhance 향상시키다 flexible 융통성 있는; 유연한 

fit ~에 적합하다 particular 특정한 aim A at B A의 대상을 B로 하다, A를 B에 

겨냥하다 poorly 좋지 못하게 behaved 행동[행실]이 ~한, ~한 태도의 widen 

넓어지다 suit ~에게 맞다

구문 해설

[5행] ..., these schools focus on building self-confidence and 

enhancing social skills.

▶  전치사 on의 목적어인 두 개의 동명사 building과 enhancing이 접속

사 and로 병렬 연결됨

[7행] Their programs are more flexible, [which means students 

can find classes {that fit their particular needs}].

▶  [ ]는 앞의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선행사인 class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2행] … that a traditional learning environment simply doesn’t 
suit every student.
▶  every, all, always 등이 not과 같이 쓰이면 ‘모두[언제나] ~인 것은 아

니다’의 의미로 부분부정을 나타냄

011│④

해설

④  등대가 파괴된 시점과 동일한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시제 remained나 

파괴되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완료 had remained로 고쳐야 

한다.

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시제 is가 쓰인 것은 맞다.

②  to strengthen과 (to) protect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것이므

로, protect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최근까지 진행된 실험들을 통해 거울의 특정 용도가 밝혀졌다는 내용이

므로, 결과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have shown이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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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능만만 기본 

⑤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now가 있으므로, 현재시제 stand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그것은 밝은색의 

돌로 지어졌고, 벽을 더 강화해 부딪치는 파도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데 납

이 쓰였다. (등대) 꼭대기에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

고, 몇몇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것은 적함을 불태우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행해진 증거는 없긴 하지만, 최근 실험들은 그것이 가능했

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등대는 14세기 초에 지진으로 대부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쓰이고 있었다. 그 후에, 그 잔해 중 일부가 카이트베이 요새를 

짓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등대가 있던)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

어휘 lighthouse 등대 construct 건설하다 lead 납 strengthen 강화하

다, 더 튼튼하게 하다 crash 충돌하다; *부딪치다[박살내다] reflect 비추다; *반사

하다 set ~ on fire ~에 불을 지르다 mostly 주로; 일반적으로 destroy 파괴

하다 earthquake 지진 afterwards 나중에, 그 뒤에 remain pl. 남은 것, 

나머지; 유적 fort 보루, 요새 

구문해설

[7행] Although there is no proof [that this was done], recent 
experiments have shown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 proof와 [ ]는 동격 관계

▶ this와 it은 앞 문장의 to set enemy ships on fire를 가리킴

▶  「would have p.p. 」는 ‘~했을 것이다’의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추

측을 나타냄   

[11행] …, some of its remains were used to construct the Fort 
of Qaitbay, [which now stands in its place].

▶ 「be used to-v」  ‘~하는 데 쓰이다’

▶  [ ]는 the Fort of Qaitba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절

012│② 

해설

(A)   선행사인 natural ar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

명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끈다. 

(B)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While이 적절

하다. Despite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구가 온다. 

(C)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works가 적절하다. 

해석

조각가이자 미대 교수인 샘 반 아켄은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자연 예술을 만

드는 그의 비전의 일환으로 40가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놀라운 나무를 만들어 냈다. 그는 서로 다른 나무들의 나뭇가지를 접붙여서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낸다. 이는 엄청난 정밀함을 요

구하긴 하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는 새싹이 있는 과일나

무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을 숙주 나무의 일치하는 부분에 맞춘다. 그러

고 나서, 그는 전기 테이프를 사용해 이 부분들을 함께 고정시킨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이어져서 동일한 관다발계를 공유하게 

되고 다채로운 과일나무로 태어날 것이다.

어휘 sculptor 조각가 remarkable 놀랄 만한, 놀라운 vision 시력, 눈; *상

상력; 비전 transform 변형시키다 graft 이식하다; 접목하다, 접붙이기하다

precision 정확(성), 정밀(성) complicated 복잡한 remove 없애다, 제거하다 

bud 싹 place 두다, 배치하다; 맞추다 cut 상처; *자른 부분 host 주인; *(기생 

동식물의) 숙주 electrical 전기의, 전기를 이용하는

구문 해설 

[1행] Sam Van Aken, [a sculptor and art professor], has 

created a remarkable tree [that can produce forty different 
types of fruit] as part of his vision to make natural art [that 
transforms itself].
▶ Sam Van Aken과 첫 번째 [ ]는 동격 관계

▶  두 번째와 세 번째 [ ]는 각각 선행사인 a remarkable tree와 

natural ar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to make는 his vi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7행] He removes part of a fruit tree [that includes buds] and 

places it into a matching cut in a host tree.

▶ removes와 places는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 ]는 선행사인 par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it은 앞에 나온 part를 가리킴

수능 필수 어휘 반의어 3
1 ancestor 2 descendant 5 improve 6 worsen  

9 resistant 10 prone 13 vulnerable 14 immune   

해석

1 그녀는 자기의 붉은 머리카락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2  그의 후손들이 그의 사후에 가족 사업을 물려받았다.

3 그 나라는 이민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4 졸업 후에, 그녀는 취직을 해서 좀 더 독립적이 되었다. 

5 나는 아일랜드에 가면 내 영어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6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 토양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7 인터뷰를 한 대다수 사람들이 흡연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8 극소수만이 이 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9 이 식물들은 제초제에 잘 견딘다. 

10  일부 채식은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다. 

11  그들의 진보된 시스템은 우리 모델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했다. 

12  음악에 대한 그녀의 두드러진 재능이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였다.  

13  그녀는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매우 연약해 보였다. 

14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은 질병에 대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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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Practice
A  1 integrates 2 defense 3 disapproved 4 excluded  

5 Specific 

B 1  2 × 3  4 × 5 

C (A) maintaining (B) Improving (C) encouraging

A
해석

1 이 자동차의 디자인은 예술을 기술과 성공적으로 통합시킨다. 

2 이 석벽은 적의 공격에 맞서는 방어물로 지어졌다. 

3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녀의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부

모님을 설득했다.  

4 일부 주주들은 그들이 이사회에서 제외당한 것에 화가 났다. 

5  구체적인 칭찬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관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당신

이 정말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준다.  

B
해석

1 새로운 법안은 출석한 이들 중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다. 

2  경찰은 그를 체포할 증거가 충분하기(→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를 풀어

줬다. 

3  비록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그들의 신형 모델은 매출에서는 전혀 성

공적이지 못했다. 

4  안전을 위해, 스키는 보통 넘어지면 부츠에서 부착하도록(→ 분리되도

록) 만들어져 있다. 

5  하와이는 미국인의 마음속에 지상 낙원이 되었는데, 이곳은 천연의 아름

다운 환경 속에서 사는 행복하고, 보기 좋은 원주민들이 있는 관광지이

다. 

C
해설

(A)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 못지않게 상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므로, maintaining이 적절하다. 

change ‘변화시키다, 바꾸다’

(B)   문맥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기량이

라는 내용이므로, Improving이 적절하다. worsen ‘악화시키다’ 

(C)   건강한 자존감이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encouraging이 적절하다. discourage ‘의

욕을 꺾다, 좌절시키다’ 

해석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료와 고객이 당신의 개성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

들이 바라보는 당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종의 개인 광고

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

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기량이고, 여느 기량과 마찬가지로 이를 발전시

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 건강한 자존감은 당신 자신이 긍정적이지만 현실적

인 태도를 지니도록 북돋워 줌으로써 이를 성취하도록 도울 것이다.   

어휘 first impression 첫인상 colleague 동료 client 고객[의뢰인]

clear 분명한; 맑은; *확실한 personal 개인의[개인적인] advertising 광고(하

기) perceive 감지[인지]하다 accomplish 성취하다, 해내다 realistic 현실

적인 attitude 태도, 사고방식

구문 해설

[1행] [Making a good first impression when you start a new 

job] is important. 
▶ [ ]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1행] [What’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is [maintaining 

your image in the eyes of your colleagues and clients so that 
they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your character].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함

▶ 두 번째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 so that은 ‘~하도록’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3행] Think of the way [you present yourself] as a kind of 
personal advertising.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5행] Healthy self-esteem will help accomplish this by 

encouraging you to have a positive but realistic attitude about 
yourself.
▶ help는 목적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 「encourage A to-v」  ‘A가 ~하도록 권장[격려]하다’

04│수동태

A
1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이 소설을 썼다. 

2 이 소설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의해 쓰였다. 

3 내 남동생은 1996년에 태어났다. 

4 스페인어는 중남미에서 사용된다. 

5 그 다리는 19세기 말에 건설되었다.

B
6 현금이 신용 카드로 대체되고 있다. 

7 우리 지하실은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8 당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9 샌드위치가 우리 식당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10  마라톤 경기가 뉴욕 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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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수능만만 기본 

1 resembles 2 was destroyed 3 be used 4 been shown
5 be considered 6 consisted

Check Up

해석 

1 사람들은 그가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한다. 

2 폼페이 시는 화산에 의해 파괴되었다. 

3 그 최신 장비는 구조 작업에 사용될 수 있었다.  

4 이 유명한 관광지는 전에 TV에서 방영되었다. 

5 모든 회원들의 이익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6 그 탐사대는 개 두 마리와 그 주인으로 구성되었다.

해설

1  resemble은 타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으므로, 능동태 

resembles가 적절하다. 

2 폼페이 시가 ‘파괴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was destroyed가 적절하다. 

3 최신 장비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be used가 적절하다.  

4 관광지가 TV에 ‘방영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been shown이 적절하다.  

5 이익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be considered가 적절하다.  

6  자동사 consist는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능동태 consisted가 적절

하다.

C
11  새끼 사슴이 차에 치였다.  

12  아프리카 아이들은 보살펴져야 한다. 

13  그 범인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 보였다.

  (← 사람들은 그 범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14  나는 선생님에 의해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 선생님이 내게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게 하셨다.)

15  사람들은 열정적인 직원들이 부지런하다고 말한다. 

16  열정적인 직원들이 부지런하다고 말해진다. 

17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생각한다. 

18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여겨진다. 

1 was heard 2 laughed at 3 is thought 4 with  

5 to leave 6 rocking

Check Up

해석 

1 그 여배우가 감독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 

2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뇌의 10퍼센트만 사용한다고 여겨진다. 

4 화성의 표면은 매우 고운 모래와 먼지로 덮여 있다. 

5 나는 안전 요원에 의해 즉시 강변을 떠나게 되었다.

6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건물을 흔드는 것이 느껴졌다.

해설

1  지각동사 heard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yell이 수동태 문장에

서 현재분사 yelling이 된 형태이므로, 수동태 was heard가 적절하다. 

2  동사구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 동사구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므로, 

laughed at이 적절하다. 

3  that절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 that절 대신에 가주어 It을 쓴 형태이

므로, is thought가 적절하다. 

4  ‘~으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표현은 「be covered with」이다.  

5  사역동사 made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leave가 수동태 문장

에서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to leave가 적절하다. 

6  지각동사 felt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rock이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분사나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rocking이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ruining 2 has been completed 3 being followed  

4 to be caused 5 being carried out 6 with 7 leaving
B  1 to be 2 happened 3 to visit 4  5 was made fun 

of 6  7   

C ③

A 
해석

1 인간은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2 그 마을의 건설이 완공되었다. 

3  그 여배우는 “나는 파파라치에 의해 뒤를 밟히는 게 정말 싫어요.”라고 

말했다.   

4 질병들이 예방법을 무시한 것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여겨졌다.  

5 실종 아동의 수색이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6  체육관은 수년간 경쟁해 온 역도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7  그들은 총격이 있던 날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한 

남성을 찾고 있다.

해설

1  인간이 열대우림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므로, 능동태 ruining이 적절하

다. 

2  마을 건설이 ‘완공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has been completed가 적

절하다. 

3  I가 파파라치에 ‘뒤를 밟히는’ 것이므로, 수동태 being followed가 적

절하다. 

4  예방법 무시로 인해 질병이 ‘야기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to be caused
가 적절하다. 

5  ‘수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구 carry out이 수동태로 쓰일 때는 동사구

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므로, being carried out이 적절하다. 

6  ‘~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표현은 「be filled with」이다. 

7  지각동사 seen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leave가 수동태 문장에

서 현재분사나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leaving이 적절하다.

B
해석

1 라스베이거스는 절대로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말해진다.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16 17. 10. 11.   오후 2:53



문법 ·어법 ·어휘 모의고사•17

2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3 그 학생은 교장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4 해리는 자신의 수학 점수에 결코 실망한 적이 없다.  

5 그의 우스꽝스러운 할로윈 의상은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6 종이는 서기 1세기 경에 중국에서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7 영화가 끝나고 얼마나 많은 팝콘이 먹혔는지가 확인되었다. 

해설 

1  that절의 주어가 수동태에서 주어로 쓰인 경우 is said 뒤에 to부정사

가 와야 하므로, to be로 고쳐야 한다. 

2  자동사 happen은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로, 능동태인 happened로 

고쳐야 한다. 

3  사역동사 made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 visit는 수동태 문장에

서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to visit으로 고쳐야 한다.   

4  ‘~에 실망하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표현은 「be disappointed 

in[with] 」이다. 

5  ‘~을 놀리다’라는 의미의 동사구 make fun of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 

동사구를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므로, was made fun of로 고쳐야 한

다.  

6  that절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 that절 대신에 가주어 it을 쓴 형태이

므로, is believed가 쓰인 것은 맞다.

7  얼마나 팝콘을 먹었는지 ‘확인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was checked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으로 이루어지다[구성되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표현은 「be 

composed of」이므로, by를 of로 고쳐야 한다.  

①  여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started의 목적어로 동

명사의 수동태 being us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여권은 ‘도입된’ 것이므로, began의 목적어로 to부정사의 수동태 to 

be introduc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14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고안된 것으로 여겨지는 ‘여권’이란 용어는 

15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항

구를 거쳐 간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권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00년대 초반

이었다. 1914년에 발급된 최초의 현대적 영국 여권은 여덟 번 접힌 하나의 

페이지와 보드지로 된 표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여권은 2년간 유효했고, 

여권 소지자의 사진, 서명,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휘 invent 발명하다, 고안하다 term 용어, 말 assume 추정[상정]하다

pass through 거쳐[지나]가다 port 항구 (도시) recognizable (쉽게) 알[알

아볼] 수 있는 modern 현대의, 근대의 issue 발표하다; *발부[지급]하다 fold 

접다 cardboard 판지, 보드지 cover 덮개, 표지 valid 유효한 contain 

~이 들어 있다, 포함하다 signature 서명 personal 개인의[개인적인]

description 설명, 서술[묘사] holder 소유자[소지자]

구문 해설

[1행] (Being) Thought to have been invented in England in 

the early 1400s, it wasn’t until the mid-1500s that the term 

“passport” first started being used.

▶ Thought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수동형 분사구문

▶ 「 it is not until ~ that …」  ‘~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다’ 

[3행] But it was only in the early 1900s that passports 

recognizable to us began to be introduced. 

▶ 「 it is[was] ~ that …」  강조 구문으로,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  

적중 실전 예제 

013 ⑤ 014 ⑤ 015 ④ 016 ②

013│⑤ 

해설

⑤  정착민을 위한 물자가 ‘보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be sent로 고쳐야 

한다.

①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동명사 explor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

었으므로, help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문맥상 지구 이외에 ‘또 다른’ 행성을 지칭하므로, another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주절의 주어인 Mars에 상당한 양의 물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동형 분사구문을 이끄는 과거분사 Assumed가 쓰인 것은 맞다.  

④  「make+목적어+목적격 보어」는 ‘~이 …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며, 목

적격 보어로 형용사 impossible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미 항공 우주국 나사는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탐사하여 사람들을 그

곳에 정착하도록 돕는 백 년 우주선(Hundred Years Starship) 프로젝트

를 진행 중이다. 만약 정착민들이 또 다른 행성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만드

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상당한 양의 물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화성은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 아마도 가장 살 만한 곳일 것이다. 그러나 비용상 지구로의 귀환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록 정착민들

을 위한 생계 물자들이 지구에서 보내질지라도, 꿈을 생명과 맞바꾸는 위험

을 감수하기는 힘들다.

어휘 currently 현재, 지금 habitable 주거할 수 있는 settle down 정착하

다 revolutionary 혁명의, 혁명적인 substantial 상당한 solar system 태

양계 supply 공급; *보급품[물자] settler 정착민

구문 해설

[3행] If settlers succeed in making another planet their home, ….

▶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므로, 

succeed가 쓰임  

▶  「succeed in」은 ‘~에 성공하다’의 의미이며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동명

사 making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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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 …, [taking the risk of exchanging life for dreams] is 

tough.

▶ [ ]는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014│⑤ 

해설

(A)   최초의 장기 이식 수술이 ‘행해졌던’ 것이므로, 수동태인 was 

performed가 적절하다. 

(B)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Since that time)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완료 have been이 적절하다. 

(C)   주어가 a person’s body로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acts가 적절하다. 

해석 

오늘날, 장기 이식은 많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한다. 최초의 장기 이식은 

1967년에 의사 크리스티안 바너드에 의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행해졌다.  

한 젊은 여성의 심장이 55세 남성의 몸에 이식되었다. 불행히도, 그는 수술 

후 20일도 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수천 건의 장기 이식이 성공적

으로 수행됐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의 몸은 새로운 장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그것이 위험한 침입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

해, 병원들은 장기 수혜자의 혈액과 조직 유형을 장기 기증자의 것에 들어맞

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유로, 가까운 친척들이 종종 장기 기증자로 선

택된다. 

어휘 organ (인체 내의) 장기[기관] transplant (생체 조직 등의) 이식

extend 연장하다 place 놓다, 두다 operation 수술 carry out ~을 수행[이

행]하다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잘 invader 침입자 tissue (세포들로 이

뤄진) 조직 receiver 받는 사람, 수혜자 donor 기부자, (장기) 기증자 relative 

친척 

구문 해설 

[8행] But sometimes a person’s body [doesn’t accept the new 

organ] and [acts as if it were a dangerous invader]. 

▶ 두 개의 [ ]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as if+주어+과거형 동사」는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마치 ~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 

[11행] ..., hospitals try to match the blood and tissue type of 
the organ receiver to those of the organ donor. 

▶ 「match A to B」  ‘A를 B에 맞추다’ 

▶  those는 앞에 나온 명사구 the blood and tissue type의 반복을 피

하기 위해 쓰인 지시대명사

015│④

해설 

(A)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1946가 있으므로, 과거시제 was가 적절하

다. 

(B)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

분사나 to부정사가 되어야 하므로, moving이 적절하다. 

(C)   주어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many tourists이므로, 복수 동사 

come이 적절하다. 

해석 

나이로비 국립공원은 케냐에 있는 야생 공원으로, 나이로비에서 약 8km 밖

에 있다. 그것은 1946년에 설립되었고 약 117평방 킬로미터에 걸쳐 있다. 

이 공원에는, 여러 야생 동물들이 탁 트인 평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이 

보인다. 이 동물들에는 코뿔소, 사자, 표범, 치타, 그리고 기린이 포함된다. 

또한 이 공원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삼는 많은 흥미로운 조류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나이로비 국립공원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행선지가 되었다. 

일 년 내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이 놀라운 광경을 즐기기 위해 이 공원

으로 온다. 

어휘 wildlife 야생동물 approximately 거의, ~가까이 outside of ~의 바깥

쪽에, 밖에[으로] establish 설립하다 cover 씌우다; *(언급된 지역에) 걸치다

square 제곱[평방]의 a variety of 여러 가지의 plain pl. 평원 include 포

함하다 rhino 코뿔소 leopard 표범 species (동식물의) 종 destination 

목적지, 행선지 throughout 도처에; *내내 sight 광경[모습]

구문 해설 

[7행] There are also a number of interesting species of birds 

[that make the park their home]. 

▶  「a number of+복수 명사」는 ‘많은 수의 ~’라는 의미로 항상 복수 취

급함

▶ [ ]는 선행사인 a number of ... bird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0행] …, many tourists [from across the world] come to the 

park to enjoy its amazing sights. 

▶ [ ]는 many touris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 to enjoy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16│②

해설

②  당도가 높은 품종이 ‘재배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to be cultivated로 

고쳐야 한다. 

①  a good chance의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사탕무가 온화한 기후에서 ‘재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수동태 can 

be grown이 쓰인 것은 맞다. 

④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단수 명사인 sugar cane이므로, 단수 동사 

require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집에 백설탕이 있다면, 그것은 사탕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세계 설탕 공급의 약 30%가 사탕무에서 나온다. 1500년대에, 인간은 사탕

무가 설탕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당도

가 높은 품종이 재배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렸다. 사탕무로 만든 설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탕무가 온화한 기후에서 재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사탕무가 사탕수수의 매력적인 대안이 되게 하는데, 사탕수수는 비싼 열

대 지방의 토지를 필요로 한다. 사탕무로 만든 설탕은 또한 생산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것은 단지 한 시설에서 매우 간단한 가공 처리가 필요한 반면에,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드는 것은 두 개의 별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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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eet 근대, 사탕무 source 원천, 근원; 재료 variety 여러 가지; *(식물 ·언

어 등의) 품종[종류] reliably 믿을만하게; 확실하게 content 내용물; *함유량, 함량 

cultivate 경작하다; *재배하다 advantage 이점, 장점 temperate 온화한

climate 기후 attractive 멋진, 매력적인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sugar cane 사탕수수 tropical 열대 지방의, 열대의 process 가공[절차]

facility 시설[기관]

구문 해설

[8행] This makes them an attractive alternative to sugar cane, 

[which requires expensive tropical land].

▶ them은 앞 문장에 나온 beets를 가리킴

▶  [ ]는 선행사인 sugar cane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절

[12행] ..., while [producing sugar from sugar cane] involves 

two separate processes.

▶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 involves가 쓰

임   

수능 필수 어휘 반의어 4
1 common 2 uncommon 4 expense 5 income  

12 stable 13 upset 14 voluntary 15 compulsory

해석

1 고열은 독감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2 선수들이 이 스포츠에서 30대 후반에 성공하는 것은 드물다.  

3 희귀종을 사냥하거나 죽이는 것은 대개 불법이다. 

4 그 빌딩은 막대한 비용으로 재건축되었다.  

5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그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 

6 그녀는 교수에게 이력서에 첨부할 호의적인 추천서를 부탁했다.  

7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8 그 일은 스페인어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요구된다. 

9 그녀는 누구도 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10  대부분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상적이다.

11  이맘때에 서울의 높은 기온은 비정상적이다. 

12  아기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13  그녀는 절친한 친구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속상했다. 

14  나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  

15  차의 앞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의무적이다.

어휘 Practice
A  1 loose 2 disappeared 3 export 4 hostile 5 normal  
B 1  2 × 3  4  5 ×

C (A) merits (B) unresolved (C) conservative

A
해석

1 나는 흔들리는 이를 뽑으려고 치과에 갈 것이다. 

2 그 곰은 숲 속으로 사라졌고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 대량의 비축유가 있는 일부 국가는 전 세계에 석유를 수출한다.   

4 그 영화배우는 적대적인 기자들과는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5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33명 가운데, 26명은 정상 몸무게였고 단 7명만

이 비만이었다. 

B
해석

1 그녀는 자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타민을 복용한다.

2 장관이 사임한 후에 그 자리는 채워져(→ 공석이)었다.  

3 돌이켜 보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더 모아놨어야 했다. 

4  그는 현금 인출 카드로 100달러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단 20
달러만 남아있었다. 

5  연구진은 동일한(→ 다른) 두 가지 다이어트 계획을 따르는 여성들의 살

빼기 행동을 비교했다. 

C
해설

(A)   여성과 소수 집단이 가진 경험과 ‘장점’에 상관없이 승진에 어려움을 겪

는다는 내용이므로, merits가 적절하다. demerit ‘단점, 약점’ 

(B)   문맥상 비록 예전에 승진에 있어 차별받던 대상이 오늘날 최고의 위치

를 얻어냈어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

므로, unresolved가 적절하다. resolved ‘굳게 결심한, 단호한’ 

(C)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쓰인 것으로 보아 바로 앞 문장의 혁신

적인 회사와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보수적인’을 의미하는 

conservative가 적절하다. progressive ‘진보[혁신]적인’

해석

‘유리 천장’은 여성과 소수 집단이 고위 관리직에 진입하려고 노력할 때 역

사적으로 직면해 온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리킨다. 그들의 경험과 장점에 상

관없이, 그들은 결국 인종 또는 성차별 때문에 승진이 어려워지는 지점에 이

르게 된다. 오늘날 많은 여성과 소수 집단이 그들의 회사에서 정상의 위치를 

확보하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장벽에 직면한 근

로자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이미 관리직에 오른 동료들의 업무 

스타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혁신적이고 급변하는 회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침없는 관리자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회사는 신중한 의

사 결정을 하는 후보자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 회사가 원하는 특징을 수용하

는 것은 이 근로자들이 유리 천장을 통과하도록 도울 것이다.     

어휘 ceiling 천장 unseen 눈에 보이지[띄지] 않는 barrier 장애물[장벽]

female 여성[여자]인 minority 소수; 소수 집단 face ~을 마주 보다; (상황에) 직

면하다 upper 위쪽의[상부의] management 경영[운영]진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eventually 결국 promotion 승진, 진급 racial 인종[민족] 간

의 discrimination 차별 secure (특히 힘들게) 얻어 내다, 획득[확보]하다

overcome 극복하다 coworker 동료 innovative 획기적인 fast-paced 

빨리 진행되는 outspoken 노골적으로[거침없이] 말하는 candidate 출마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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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후보자 embrace (껴)안다; *받아들이다[수용하다] desire 바라다, 원하다

구문 해설

[1행] The “glass ceiling” refers to the unseen barrier [that 
female and minority workers have historically faced {when 

trying to enter upper management positions}].

▶ [ ]는 선행사인 the unseen barrier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5행] For workers [facing this barrier], the first step [in 

overcoming it] is to identify the working  styles of their 

coworkers [who already hold management positions].

▶ 첫 번째 [ ]는 worker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두 번째 [ ]는 the first step을 수식하는 전치사구로, it은 앞에 나온 

this barrier를 가리킴

▶  세 번째 [ ]는 선행사인 their cowork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8행] [Embracing their company’s desired characteristics] will 
help these workers get past the glass ceiling. 

▶ [ ]는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중간점검 TEST 01
017 ⑤     018 ②     019 ③     020 ②     021 ④     022 ⑤     023 ①

017│⑤ 

해설

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주절의 주어 the milestones가 복수 명사이

므로, 복수 동사 are로 고쳐야 한다. 

①  뒤에 명사구 the early 1960s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r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a year이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관

계부사 whe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come이 쓰인 것

은 맞다. 

④  문맥상 I가 ‘의욕이 꺾이지’ 않은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 discourag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만약 당신이 1960년대 초반 야구팬이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마우리 윌스

라는 이름의 야구 선수를 기억할 것이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윌스는 

기록을 경신하는 최고의 도루 선수였다. 1965년은 그가 메이저리그에 있는 

어떤 다른 선수보다도 더 많은 도루를 한 해였고, 또한 도루를 시도하다 잡

힌 횟수가 가장 많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윌스가 아웃되

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두었다면, 그는 결코 어떠한 기록도 세우지 못했

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버려지게 된 모든 실패가 앞으로 나가는 

또 다른 밑거름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록 실패로 돌아

간 실험이 오천 번일지라도, 성공을 향한 여정 위에 있는 이정표는 늘 실패

이다.

어휘 steal a base 도루하다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는 set a record 기

록을 세우다 discourage 의욕[열의]을 꺾다, 좌절시키다 attempt 시도[도전]

discard 버리다, 폐기하다 step forward 앞으로 나가다 experiment 실험

milestone 중요한 단계[사건]; *이정표

구문 해설

[5행] …, he also held the record for the greatest number of 
times [being caught stealing].

▶ [ ]는 the greatest number of time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7행] However, if Wills had allowed himself to become 

frustrated by his outs, he would have never set any records.

▶  「 If+주어+had p.p., 주어+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는 ‘만약 ~

했다면, ···했을 텐데’라는 의미의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

[11행] Even though it is five thousand experiments that do not 
work, ….

▶ Even though는 ‘비록 ~일지라도’의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  「 It is ~ that」  강조 구문으로 five thousand experiments를 강조

함

018│② 

해설

(A)   「Each of+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로, has가 적

절하다. 

(B)   teeth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many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C)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goes가 적절하다. 

해석

주머니쥐는 캥거루와 코알라의 동족이다. 이 동물들 각각은 새끼들을 안에 

머물게 하는 주머니를 갖고 있다. 갓 태어난 새끼 주머니쥐는 꿀벌 크기도 

채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미의 주머니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문다. 그런 

뒤, 그것들은 기어 나와 어미의 등에 올라탄다. 비록 그것들이 날카로운 이

를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을 받으면 주머니쥐들은 죽은 척함으로써 

스스로 방어한다. 그것들은 때때로 공격자가 자리를 뜰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다. 코요테와 올빼미를 포함한 그것들의 많은 포식자들 때문에, 

많지 않은 주머니쥐가 생존하여 성체가 되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불과 1
년에서 2년 동안만 산다. 

어휘 relative 친척; 동족 pouch 주머니; *새끼주머니 newborn 갓 난

climb out 기어 나오다 sharp 날카로운, 뾰족한 attack 공격하다 defend 

방어[수비]하다 pretend ~인 척하다[것처럼 굴다] go away (떠나) 가다

predator 포식자, 포식 동물 including ~을 포함하여 survive 살아남다, 생존 

하다

구문 해설

[2행] Each of these animals has a pouch [in which they keep 

their babies]. 

▶ [ ]는 선행사인 a pouch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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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 …, when (they are) attacked, opossums defend 

themselves by pretending to be dead. 

▶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

의 「주어+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음

▶ 「by v- ing」  ‘~함으로써’

019│③ 

해설

(A)   문장의 주어 The literary genre를 받는 동사가 필요하므로, 단수 동

사 adopts가 적절하다. 

(B)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a detective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

재분사 working이 적절하다. 

(C)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그의 태도가 ‘전달되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

동태 is conveyed가 적절하다. 

해석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 불리는 문학 장르는 일반 범죄 소설의 배경과 등장

인물 유형과 같은 특징들을 택한다. 이는 보통 불안감, 공포심, 그리고 경외

감 같은 감정을 다룬 낭만주의적 전통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하드보일드 소

설은 주인공이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이 전통과 다르다. 하드보일드 소설의 전형적인 주인공은 부패한 법체제 

하에서 일하는 동시에 금주법 시행 시대의 폭력적인 조직범죄를 다루는 탐

정이다. 끊임없는 폭력과 불의의 반복을 목격하는 것은 이 인물의 냉소적인 

태도를 끌어낸다. 이러한 태도는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통해 전달되는데, 그

는 독백에서 자신의 감정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어휘 literary 문학의 genre (예술의) 장르 hardboiled 무정한; (소설 등이)  

비정한, 감상적이 아닌; 하드보일드 adopt 입양하다; *택하다, 취하다 setting 

환경[장소]; *(배경이 되는) 무대 standard 일반적인, 보통의 crime 범죄

originate 비롯되다 romantic 로맨틱한, 연애의; *낭만주의의 awe 경외감 

cynical 냉소적인 typical 전형적인, 대표적인 detective 형사, 수사관; 탐정 

violent 폭력적인, 난폭한 (n. violence 폭력, 폭행) organize 조직화하다

corrupt 부패한, 타락한; 부정직한 legal 법률과 관련된 witness 목격하다 

continuous 계속되는, 지속적인 injustice 불평등; *부당함, 부당성 bring out 
~을 끌어내다[발휘되게 하다] convey 전달하다[전하다] internal 내부의; 내적인 

monologue (혼자서 하는) 긴 이야기; 독백

구문 해설

[3행] It originates from the romantic tradition [that often dealt 
with emotions like anxiety, terror, and awe].

▶  [ ]는 선행사인 the romantic tradi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 

[8행] The typical main character in hardboiled fiction is a 

detective [who deals with the violent organized crime of the 

Prohibition {while at the same time working within a corrupt 
legal system}].

▶ [ ]는 선행사인 a detectiv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13행] This attitude is conveyed through the main character’s 

internal monologue, [in which he explains directly to the 

reader {how he feels}].

▶  [ ]는 선행사인 the main character’s internal monologue를 부

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 }는 동사 explai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로, 「의문사+S 

+V」의 어순을 취함

020│② 

해설

②  씨앗이 ‘방사능 처리가 된’의 수동의 의미이며 주절의 시제(were)보다  

씨앗이 방사능 처리가 된 것이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완료형 수동태 

had been irradiated로 고쳐야 한다. 

①  협회가 ‘설립되다’의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was founded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atomic gardens이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

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앞에 나온 the plant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those가 쓰인 것은 맞다.

⑤  「부분 표현+of+명사」형태의 주어가 쓰이면 동사는 of 뒤에 나오는 명

사의 수에 일치시키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원자력 원예 협회는 1950년대에 설립되었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대단히 파괴적인 원자 폭탄이 투하된 뒤에 원자력 에너지

의 이로운 용도를 찾는 것이었다. 이 협회원들은 유용한 돌연변이가 생기게 

하기 위해 방사능 처리가 된 씨앗으로 식물을 키우도록 권장 받았다. 이러

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의 한 실험실은 식물들이 방사선원 주변에 동심

원으로 자라나는 원자력 정원을 만들어 냈다. 이 중심 근처의 식물들은 대개 

죽었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식물에서 가끔 유용한 돌연변이가 나왔다. 

변종 식물들은 오늘날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되는 

페퍼민트의 70퍼센트가 방사능 처리가 된 식물 계통이다. 

어휘 atomic 원자의; *원자력의; 핵무기의 society 사회; *협회, 단체 found 

설립하다 movement 움직임; (조직적인) 운동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devastating 대단히 파괴적인,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seed 씨, 씨앗 irradiate 

방사능 처리를 하다[방사선을 쬐다] mutation *돌연변이; 변화[변형] (v. mutate 돌

연변이가 되다) arise 생기다 respond to ~에 대응하다 laboratory 실험실 

concentric 동심원의 radioactive 방사성[능]의 occasionally 가끔

variety 다양성; *품종[종류] descend 내려오다; *계통을 잇다

구문 해설

[5행] Members of the society were encouraged to grow 
plants from seeds [that had been irradiated so that beneficial 
mutations would arise].

▶ 「encourage A to-v」의 수동형으로, ‘~하도록 장려[권장]되다’의 의미 

▶ [ ]는 선행사인 seed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so that은 ‘~하도록’의 의미의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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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④ 

해설

(A)   형용사 populated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아주 많이’라는 의

미의 부사 heavily가 적절하다. 

(B)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property는 ‘부지’라는 의미의 셀 수 없는 명

사이므로, 단수 동사 has가 적절하다. 

(C)   집들이 기둥에 의해 강바닥에 ‘부착된’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인 

(are) attached가 적절하다.

해석

네덜란드는 작지만 인구가 아주 많은 유럽 국가이다. 이 나라는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저

지대에 있에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홍수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한편, 건설

에 쓰일 수 있는 대부분의 부지가 이미 점유되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한 회사가 그 자체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이 빈 콘크

리트 정육면체 위에 지어진 둥둥 뜨는 집이다. 이 집들은 기다란 기둥에 의

해 강바닥에 부착되는데, 수면의 극심한 변화 동안에도 집들은 안전하게 위

아래로 슬며시 움직일 수 있다.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전 세계의 이

목을 끌고 있다. 

어휘 populated 거주하는 face (상황에) 직면하다 climate 기후  

low- lying 낮은 sea level 해수면 flooding 홍수, 범람 demand 수요

property 재산; 토지, 땅 construction 건설 float 떠가다; 뜨다 hollow (속

이) 빈 cube 정육면체 attach 붙이다 bottom 맨 아래 (부분) extreme 극

도의, 극심한 innovative 획기적인 attract 마음을 끌다; 불러일으키다

구문 해설

[6행] ..., as most property [that can be used for construction] 

has already been taken. 

▶ as는 ‘~ 때문에’라는 의미의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 [ ]는 선행사인 most propert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7행] One company, however, thinks [(that) it has the answer]: 

floating homes [built on hollow concrete cubes].

▶ 첫 번째 [ ]는 동사 think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두 번째 [ ]는 floating hom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9행] These homes are attached to the river bottom by long 

poles, [on which the homes can safely slide up or down during 

any extreme changes in the water level]. 
▶  [ ]는 선행사인 long pol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

계대명사절

022│⑤ 

해설

⑤ 판독 장치와 카메라에 인식된 정맥을 통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내

용이 자연스러우므로, disproved를 confirmed로 고쳐야 한다.

해석

당신의 정맥의 특징은 지문과 마찬가지로 유일무이하다. 정맥을 신원 확인

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정맥 중의 다수가 피부를 

통해 보이지 않는데, 이는 그것을 복제하기 어렵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

맥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장점은 정맥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간단하다는 점이다. 당신은 판독 장치 위에 손이나 

팔목을 그저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카메라가 근적외선 광선을 이용

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진에

서는 당신의 정맥이 검은 줄처럼 나타나게 된다. 정맥의 형태와 위치에 근거

하여, 당신의 신원은 곧바로 틀렸음이 입증될(→ 확인될) 수 있다. 

어휘 characteristic 특징, 특질 vein 정맥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fingerprint 지문 advantage 이점, 장점 identification 신원 확인, 신분 증명 

undergo 겪다[받다] wrist 손목, 팔목 scanner 판독 장치, 스캐너 near-

infrared 근적외선의 hemoglobin 헤모글로빈 absorb 흡수하다[빨아들이다]

구문 해설

[2행]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using veins as a form of 
identification]. 

▶ [ ]는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

[6행] Another advantage is [that {using a vein recognition 

system} is simple].

▶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 }는 명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023│① 

해설

(A)   과학자들이 코끼리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므로, 

concluded가 적절하다. include ‘포함하다’

(B)   친족들의 소변 냄새를 ‘구별하는’ 것이므로 distinguish를 써야 한다. 

extinguish ‘(불을) 끄다; 없애다’

(C)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필요할 때 상기되도록 ‘저장된다’라는 뜻이므로 

preserved가 적절하다. reserve ‘예약하다’

해석

코끼리에 대해 수년간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코끼리들은 정말 뛰어난 기억

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그들이 고도로 발달된 후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코끼리는 심지어 몇 년간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동

족의 소변 냄새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대규모 무리 안에 

함께 있도록 해준다. 사실 코끼리의 기억력의 주된 목적은 생존이다. 코끼리

는 식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누가 가족의 일원인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만

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경험들은 바로 잊히는 반면, 필수

적인 사실들은 필요할 때 상기되도록 저장된다. 

어휘 due to ~에 기인하는, ~ 때문에 urine 소변 scent 향기, 냄새

separate 분리하다; 분리되다 herd (동물의) 떼; 무리[집단] primary 주된

survival 생존 locate 위치하다, 놓다[두다] essential 필수적인 recall 기억

해내다, 상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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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1행] …, scientists have concluded [that they do indeed have 

excellent memories]. 

▶ [ ]는 have conclud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do는 ‘꼭[확실히] ~하다’의 의미로 일반동사 have의 의미를 강조함 

[7행] This helps them stay together in large herds.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05│to부정사와 동명사

A
1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2 부모님은 식당 개업을 계획 중이시다.  

3 제이는 역사 소설을 읽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4 그녀의 올해 목표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다.  

5 의사는 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6 토니는 웨이터에게 마실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다. 

7 앉을 의자를 찾지 못한 사람은 게임에서 탈락이다. 

8 알약은 이동 중에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다. 

9 네가 이 수학 문제를 빨리 풀다니 매우 똑똑한 게 틀림없다. 

10  네가 웃는 것을 다시 봐서 행복하다.  

11  나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12  당신은 그가 거리의 사진작가였다는 것을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13  그 소녀는 자라서 매력적이고 우아해졌다.  

14  솔직히 말하면, 그는 노래를 그다지 잘 부르지 못한다.

B
15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다. 

16  앤드류는 유제품과 고기를 먹는 것을 피한다. 

17  너는 야간 근무를 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18  내가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스키 타기이다.

1 meeting 2 to find 3 It 4 to match 5 switching  

6 carrying

Check Up

해석

1 나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그녀는 잠에서 깨어 아기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3 내가 당신을 더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퍼진다. 

4 나는 내 새 코트에 어울리는 구두 한 켤레를 사고 싶다. 

5 매니는 전등을 끄지 않고 집에서 일찍 나갔다. 

6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장소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해설

1  ‘~하는 것을 기대하다’라는 의미의 「 look forward to」에서 to는 전치

사이므로, 동명사 meeting이 적절하다. 

2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find가 적

절하다. 

3 진주어 to think 이하를 대신하는 가주어가 필요하므로, It이 적절하다. 

4  앞에 있는 명사구 a pair of shoes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의 to부정

사가 와야 하므로, to match가 적절하다.

5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switching
이 적절하다. 

6  문장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carrying이 적절

하다.

C
19  우리가 즐겁게 보낼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20  나탈리는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 보인다. 

21  그는 대학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22  내 책들이 내 책상에서 치워진 것 같다.    

23  그가 영문법을 완전히 숙달하는 것은 어려웠다. 

24  네가 그의 숙제를 도와줬다니 정말 친절했어. 

25  나는 그가 내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  

26  그녀는 1등 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27  톰은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28  나는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실망했다. 

29  나는 내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30  그녀는 그가 해외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D
31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가기로 정했다. 

32   로버츠 선생님은 결국 나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셨

다. 

33  제이슨은 설탕을 넣지 않고 커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of 2 eating 3 to bring 4 to be asked 5 to have been  

6 to hire

Check Up

해석

1 그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다니 그는 너그러웠다. 

2 그들은 그가 건강을 위해 정크 푸드를 그만 먹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집을 나설 때 네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 

4  앤지는 춤추자는 부탁을 받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코 받지 

못했다.   

5  람세스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의 파라오였다고 널리 알

려졌다. 

6  팀과 그의 가족은 팀의 이복 여동생을 찾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할 계

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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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generous가 쓰여 to부

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of+목적격」으로 나타내므로, of가 적절하다. 

2  문맥상 ‘~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top v-ing」가 와야 

하므로, eating이 적절하다. 

3  문맥상 ‘~할 것을 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get to-v」가 와야 하므

로, to bring이 적절하다. 

4 춤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 to be asked가 적절하다.   

5  to부정사가 나타내는 때가 주절의 현재 시점(is believed)보다 앞서므

로, 완료부정사 to have been이 적절하다. 

6 plan은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hire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being 2 to have read 3 for 4 doing 5 it 6 getting 

7 falling
B  1  2 to reveal 3  4 eating 5 to learn 6  7 

C ③

A
해석

1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주차 요금을 내게 되는 것을 반대한다. 

2 빌리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다.  

3 몇몇 학생들에게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4 나는 네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미룰 때 정말 싫다. 

5  SNS(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를 더 쉽게 만

든다. 

6  개럿에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거의 일상이 되었고, 달리기도 마찬가지

였다.

7 윈저 성의 한 경호원은 근무 중에 졸아서 비난을 받았다.  

해설

1  ‘~에 반대하다’의 의미의 「object to」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 

being이 적절하다. 

2  to부정사가 나타나는 때가 주절의 현재 시점(seems)보다 앞서므로, 완

료부정사 to have read가 적절하다. 

3  일반적인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목적격」 형태이므로, for가 

적절하다.  

4 put off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doing이 적절하다.    

5  진목적어인 to share 이하를 대신하는 가목적어가 필요하므로, it이 적

절하다. 

6  문장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getting이 적절하다.

7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falling이 적절하다. 

B
해석

1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선발된 것은 진정한 명예이다.  

2 나는 이 정보를 대중 매체에 폭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3 편지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흔한 방법이곤 했다. 

4 그들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일할 시간을 낼 수 없었다. 

5 언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그 언어가 쓰이는 나라에 사는 것이다. 

6  그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가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7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은 그의 상사로부터 특정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부

인했다.

해설

1  가주어 It 뒤에 진주어로 쓰인 to부정사가 와야 하며 나라를 대표하도록 

‘선발된’의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be chosen이 쓰인 것은 

맞다.  

2  it은 가목적어이고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reveal로 고쳐야 한다.  

3  일반적인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목적격」 형태이므로, for 

people이 쓰인 것은 맞다. 

4  finish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므로, eating으로 고쳐야 한다. 

5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learn으로 고쳐야 한다. 

6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나타내므로, her가 쓰

인 것은 맞다.

7  den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며, 주절의 과거 시점

(deni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having been given이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지폐가 ‘세탁되는’의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며 전치사 through는 목

적어로 명사나 동명사를 취하므로,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put으로 고

쳐야 한다. 

①  폴리머 지폐가 ‘선보여지는’ 것이므로, 동명사의 수동형 were first 
seen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앞에 있는 형용사 hard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

므로, to counterfeit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현대의 폴리머 지폐는 종이 지폐에 대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질긴 

대안으로 소개되면서 1988년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진 이 지폐는 그 디자인에 투명한 창과 같은 강화된 보안상

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 창들에는 다양한 시각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다채

로운 이미지가 들어 있어, 지폐를 위조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먼지와 습

기에 대한 저항력은 지폐를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세탁되는 것도 견

뎌낼 수 있게 해주면서, 종이 지폐보다 두 배 이상이나 되는 내구성이 폴리

머 지폐를 환경친화적이게 한다.

어휘 banknote 은행권, 지폐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transparent 투명한 enhance 높이다[향상시키다] security 보안, 안보 

feature 특색, 특징 display 전시하다; *드러내다[보이다] visual 시각의  

note 메모; *지폐 extremely 극도로, 극히 counterfeit 위조[모조]하다 

resistance 저항, 반대; *저항력 dirt 먼지, 때 moisture 수분, 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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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ienic 위생적인 live through ~을 견디어 내다, 살아남다 durability 내구

성, 내구력  

구문 해설

[3행] These windows can contain colorful images [that are able 

to display various visual effects], [making the notes extremely 

hard to counterfeit].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colorful imag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

▶ 두 번째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make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쓰임 

[4행] A resistance to dirt and moisture keeps them hygienic 

and even able to live through being put in the wash, while a 

durability of more than two times that of paper banknotes 

makes ….

▶ them은 앞 문장에 나온 the notes를 가리킴

▶ that은 앞에 나온 a durability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적중 실전 예제 

024 ④ 025 ④ 026 ⑤ 027 ③

024│④

해설

④  문맥상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keep으로 고쳐야 한다. 

①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that절의 주어 the actions와 능

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us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로 much가 쓰인 것은 맞다. 

③  동사 point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으므로, laugh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perfect area를 수식하고 뒤에 완전한 절

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스케이트보딩은 눈이 없을 때 스노보딩을 대체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

다. 그것들은 동작들이 보드를 사용해서 타고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포함한

다는 점에서 거의 똑같다. 그러나 차이점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당신이 바

닥에 넘어지면 눈보다 아스팔트가 훨씬 더 다치게 하기 쉽다는 것이다. 당신

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도, 헬멧, 손목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보호

대와 같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 스케이트 공원은 차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당신의 보드 기술이 향상되도록 한다. 또한, 교차로가 없는 

긴 내리막길은 당신이 기본 기술을 연습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어휘 replace 대신[대체]하다 trick 속임수; 기교; 요령 protective 보호하는, 

보호용의 equipment 장비 wrist 손목, 팔목 downward 아래쪽으로 내려가

는, 하향의

구문 해설 

[1행] Skateboarding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place 

snowboarding when there is no snow. 

▶ to replace는 the best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2행] They are almost the same in that the actions include 

riding and performing tricks using a board. 

▶ 「 in that ~」  ‘~라는 점에서’

▶  include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riding과 perform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25│④ 

해설

(A)  enable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enjoy가 적절하다.

(B)  involve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므로, enhancing이 적절하다. 

(C)   가목적어 it 뒤에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to perceive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으므로, to create가 적절하다.

해석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한다. 현재, 그

곳은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일 것이 분명한 독특한 전시회를 열었다. 그것은 

서양 미술의 최고 명작들 중 다수를 질감이 나는 3D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

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촉감을 통해 이 사랑받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

게 할 것이다. 복제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법은 그 물리적 특징을 표현

하기 위해 그림을 찍은 사진의 화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특수 프린터로 인

쇄해, 마지막으로 그에 질감을 주고자 12시간 동안 화학 물질 처리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복제품의 돋아진 표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위대한 미술

품을 인지해 마음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어휘 exhibit 전시품; *전시(회) draw 그리다; *(인기를) 끌다 textured특

별한 질감이 나게 만든[질감을 살린] (n. texture 감촉, 질감) recreation 재현

masterpiece 걸작, 명작 beloved (대단히) 사랑 받는 copy 복사[복제](본)

enhance 높이다[향상시키다]; *(사진의) 화질을 향상시키다 physical 육체[신체]의; 

*물질의, 물리적인 treat 대하다, 다루다; *(화학 물질을 써서) 처리하다 chemical 
화학 물질 raised 높은; 돋아진 perceive 감지[인지]하다  

구문 해설

[2행] Now, it has opened a unique exhibit [that is sure to draw 

many more]. 

▶ [ ]는 선행사인 a unique exhibi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6행] The technique [used to create the copies] involves 

enhancing a photograph of a painting to express its physical 
features, printing it with a special printer, and finally treating 

it with chemicals for 12 hours to give it texture.

▶ [ ]는 The technique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involves의 목적어로 쓰인 세 개의 동명사 enhancing, printing, 

treat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11행] The copies’ raised surfaces make it easier for blind 
people [to perceive and to create mental images of these great 
works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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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은 가목적어이고 [ ]는 진목적어이며, for blind people은 [ ]의 의미

상 주어

026│⑤

해설

⑤  앞의 it은 가주어이고 for cyclists and pedestrians는 의미상 주어

여서 진주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coexist로 고쳐야 

한다. 

①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the “Cykelslangen”으로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provides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전치사 Instead of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design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because가 쓰인 것은 맞다.  

④  to부정사의 일반적인 의미상 주어는 「for+목적격」으로 나타내므로, 

for the pedestrian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코펜하겐에는 매일 12,000명 이상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혼잡한 지역

을 통과하는 안전한 길을 제공해 주는 ‘Cykelslangen’이라고 불리는 235
미터 길이의 자전거 전용 다리가 있다. 단순한 경사로를 설계하는 대신에, 

Cykelslangen을 설계한 건설사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4미터 폭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리의 표면이 밝은 주황

색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건축가들은 또한 아래 보행자들이 확실한 보행로를 갖게 하도록 

지지대를 17미터씩 떨어지도록 설치했다. Cykelslangen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어휘 route 길[경로] 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 사이클리스트 design 디자인

[설계]하다 architectural 건축학[술]의 clearly 또렷하게; 분명히, 알기 쉽게

path 길 place 놓다[두다], 설치[배치]하다 support 지지, 지원; *버팀대, 지주

column (원형 석주) 기둥 apart (거리 ·공간 ·시간상으로) 떨어져 pedestrian 보

행자 coexist 동시에[같은 곳에] 있다, 공존하다 peacefully 평화롭게

구문 해설

[4행] …, the architectural firm [that designed the Cykelslangen] 

made a four-meter-wide bridge [that leaves cyclists plenty of 
room].

▶  두 개의 [ ]는 각각 선행사인 the architectural firm과 a four-meter 
-wide bridg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9행] The architects also placed the support columns 17 

meters apart in order for the pedestrians below to have a 

clear walking path.

▶  「 in order to-v」  ‘~하기 위해서’

027│③

해설

(A)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urn이 적

절하다.

(B)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represent가 적절하다.

(C)   such as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coming, finding, reuniting과 함

께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으므로, going이 적절하다.

해석 

노숙자 월드컵의 목표는 축구를 이용하여 노숙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

도록 하여 그들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노숙자 

축구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할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연례적인 국제 대회이다. 60개 이상의 국가들의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노숙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제공해 왔다. 참

여 선수들의 70% 이상이 마약 끊기, 구직하기, 친구 및 가족과 재회하기, 

심지어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축구나 코치를 하기와 같이 그들의 삶이 향상

되었다고 알려진다.

어휘 homeless 노숙자의 turn around ~의 방향을 바꾸다 annual 연례의, 

매년 열리는 tournament 토너먼트 (대회) opportunity 기회 represent 
대표하다 playing field 경기장 be made up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athlete (운동) 선수 improvement 개선, 향상 come off (약물 등을) 끊다

drug 약물, 마약 reunite 재회[재결합]하다 go on to-v 이어서 ~하기 시작하다 

coach 코치[지도]하다 professionally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구문 해설

[3행] It’s an annual international tournament [that gives 

homeless soccer player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represent their country on the playing field].

▶ [ ]는 선행사 an … tournam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6행] [(Being) Made up of projects in more than 60 countries], 

this program ....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됨

수능 필수 어휘 형태가 비슷한 어휘 1
8 assemble 9 resemble 10 complain 11 complete  

12 compete 13 depend 14 defend 15 explode  

16 explore

해석

1 그 서류에 대한 접근은 마케팅 부서 직원들로 제한되어 있다. 

2 그 회의는 판매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다. 

3 몇몇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4 그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대학 생활에 적응했다.  

5 그 부부는 아이들을 국내 입양하기를 바랐다. 

6 그녀는 나를 안아줌으로써 애정 표현을 했다.

7 불청결함은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8 그는 그 장난감 비행기가 조립하기 쉽다고 생각했다. 

9 그 자매가 서로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는 놀랍다.  

10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라. 

11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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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카페 주인은 다른 카페와 경쟁하기 위해 모든 음료 가격을 인하했다.   

13  나는 등록금에 대해 재정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했다.   

14  우리 개는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를 방어할 것이다.  

15  폭탄은 한밤중에 터지도록 설치되었다. 

16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불가사의를 탐험할 것이다.  

17  그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고 보고되었다. 

18  먹구름은 보통 비에 앞선다. 

19  나는 자기장에 대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어휘 Practice
A  1 insert 2 assisted 3 infection 4 completed 5 assess 

B 1 × 2  3  4 × 5  

C (A) resemble (B) explore (C) attainable

A
해석 

1 당신은 카메라 이미지를 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 

2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그 수술을 도와주었다. 

3 의료진은 먼저 감염을 막기 위해 그의 상처를 닦아냈다. 

4 얼마 후에, 딸은 퍼즐을 완성했다.

5  우리는 화재 안전 시스템이 우리 건물에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해

야 한다. 

B
해석

1 승객들은 그 아이의 무례함에 관개되었다(→ 짜증이 났다). 

2 우리는 영국이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 중대한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3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그들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 없이 일

해야 한다. 

4  정부 사유지(→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5퍼센트가 될 것

이다. 

5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덟 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C
해설

(A)   낯설고도 꿈같지만 현실을 ‘닮은’ 이미지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resembles가 적절하다. assemble ‘모으다; 조립하다’  

(B)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explore가 적절하다. explode ‘폭발하다[폭발시키다]’

(C)   자세히 보면 보통의 촬영 기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특징들을 넘어선다

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ttainable이 적절하다. retainable ‘유지

[보유]할 수 있는’

해석

일부 사진작가들은 다른 점에서는 현실을 닮은 이미지에 낯설고도 꿈같은 

특징들을 덧붙이기 위해 특수 효과를 사용한다. 하나의 이미지가 포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진이 촬영된 후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효과

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특수 효과 촬영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가 보는 이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를 만

들어 내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처리된 사진은 사진

이 현실 그대로라는 사람들이 지닌 통상적인 믿음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 보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행해

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미지는 보통의 촬영 기법으로는 얻어

질 수 없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 믿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어휘 dreamlike 마치 꿈같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점에서는

reality 현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capture 포획하다; *정확히 포착하다[담아내

다] alter 바꾸다, 고치다 photography 사진[촬영]술 heighten 고조되다

[고조시키다] impact 영향, 충격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 처리하다

exploit 이용하다; 활용하다 belief 신념, 확신; 믿음 truthfulness 정직함; *현

실 그대로임 initially 처음에 inspection 점검, 검사[검토] beyond ~ 저편에; 

*(능력 ·한계 등을) 넘어서는, ~할 수 없는 standard 일반적인, 보통의 

구문 해설

[2행] Effects are created either by affecting [how an image 

is captured] or by altering the photograph after it has been 

taken.  

▶ 「either A or B」  ‘A나 B 중 하나’

▶  [ ]는 affecting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

을 취함

[4행] A photograph [that has been manipulated] is able to  

exploit the common belief [that people have in the truthfulness 

of photograph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 photograph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common belief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

[7행] …, the image is realized as impossible with certain 

features beyond those [attainable by standard photography].

▶ those는 features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 [ ]는 thos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06│분사와 분사구문 

B
1 모든 학생이 만족스러운 시험 점수를 받았다. 

2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는 비빔밥이다.  

3 그들은 TV에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며 앉아있었다. 

4 선물을 포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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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xed 2 amazing 3 walking 4 repaired 5 frightened
6 surrounded

Check Up

해석

1 나는 네 생일을 그의 생일과 헷갈렸다.

2 그것은 내가 여태 들은 것 중 가장 놀라운 이야기이다. 

3 나는 여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4 마이클은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했다. 

5 나는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6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유명 가수의 사진을 찍었다. 

해설

1  get은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취해 ‘~을 …되게 시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mixed가 적절하다. 

2  ‘놀라운’ 이야기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amazing이 적절하

다. 

3  여동생이 ‘걸어오는’ 것이므로, saw의 목적격 보어로 능동의 의미를 나

타내는 현재분사 walking이 적절하다. 

4  have는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취해 ‘~을 …되게 시키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므로, 과거분사 repaired가 적절하다.

5  I가 ‘무서운[겁을 먹은]’의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frightened가 

적절하다. 

6  사람들에게 ‘둘러싸인’의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surrounded가 

적절하다. 

C
5 내 쿠키를 가리키면서, 그 남자아이는 나를 보며 웃었다.  

6 물을 잠그고 나서, 나는 양치를 하기 시작했다. 

7 그녀는 버스를 타서, 한밤중에 그녀의 고향에 도착했다.  

8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그 아이는 잠이 들었다.

9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때, 제임스는 그의 옛 이웃을 보았다. 

10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그를 못 본 척했다. 

11  지하철을 타면, 당신은 그곳에 제시간에 갈 수 있다. 

12  햇볕에 서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다고 느낀다. 

D
13  그 식당 지배인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는 당황했다.  

14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케이트는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15  날씨가 허락하면, 내일 축구 경기가 열릴 것이다.  

16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너는 치즈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17  그녀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막 잠에서 깼다. 

18  나는 팔짱을 낀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1 being 2 Studying 3 Looked 4 crying 5 While  

6 completed 

Check Up

해석

1 매우 아프긴 했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2 밴쿠버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캐나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3 돋보기를 통해 보여지면, 개미는 훨씬 더 크게 보인다. 

4 조너선은 옆방에서 아기가 우는 채로 잠이 들 수 없었다. 

5 TV를 보면서, 나는 몸을 유연하게 하려고 스트레칭을 했다. 

6 일단 완성되면, 그 설문지를 너희 선생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 

해설

1 주절의 주어 I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being이 적절하다.  

2  주절의 주어 he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Studying이 적절

하다. 

3  주절의 주어 ants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Looked가 적절

하다.

4  「with+(대)명사+분사」 구문에서 명사 the baby와 분사가 능동 관계

이므로, 현재분사 crying이 적절하다. 

5  분사구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으

로, 문맥상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While이 적절

하다. 

6  주절의 주어 the questionnaire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ompleted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circling 2 standing 3 removed 4 having 5 Inspired 

6 While 7 earned  

B  1 (Having been) Born 2  3 My wallet being 4   

5 left 6  7 

C ③

A 
해석

1 선원들은 상어가 배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2 네가 내 옆에 서 있는 채로는 내가 집중을 할 수 없다. 

3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사진이 삭제되게 했다. 

4 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서,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5 책에 영감을 받아 그 감독은 그것을 영화화했다.

6 걸어가면서, 그 아이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7  신문으로 얻어진 광고 수익의 양이 다섯 유형의 매체 중에서 가장 컸다.   

해설

1 상어가 ‘빙빙 도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circling이 적절하다. 

2  「with+(대)명사+분사」 구문에서 대명사 you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

로, 현재분사 standing이 적절하다. 

3  have는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취해 ‘~을 …되게 시키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과거분사 removed가 적절하다. 

4 주절의 주어 I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having이 적절하다. 

5  주절의 주어 the director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Inspire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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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맥상 ‘~하는 동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7  신문으로 ‘얻어진’ 광고 수익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earned가 적절하다. 

B
해석

1 영국에서 태어나서, 테리는 영국 억양을 갖고 있다. 

2 화창한 날씨였지만, 우리는 강풍을 맞았다. 

3 지갑을 도난당해서, 나는 바로 경찰서에 갔다.

4 결혼식 동안, 음악은 특히 즐거움을 준다. 

5 그들은 그 경기에서 몇 분을 남겨 놓고 결승 골을 넣었다. 

6 아버지는 어제 세차를 하셨는데, 차가 그새 또 더러워졌다. 

7  위협을 받으면 도마뱀은 자신의 몸을 원래 크기의 두 배까지 부풀릴 수 

있다. 

해설 

1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일을 나타내므로 완료형 분사구문을 써야 하고  

‘태어나다’는 수동태인 be born이므로, Having been born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한 Born으로 고쳐야 한다. 

2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고 주절의 주어 we와 

분사구문의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다르므로, 주어를 생략하

지 않았다. 따라서 Although it being이 쓰인 것은 맞다. 

3  분사구문의 주어 my wallet이 주절의 주어 I와 달라 분사 앞에 써줘야 

하므로, My wallet being으로 고쳐야 한다. 

4  주어인 the music과 분사는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entertaining
이 쓰인 것은 맞다.

5   「with+(대)명사+분사」 구문에서 명사 minutes와 분사가 수동 관계

이므로, 과거분사 left로 고쳐야 한다. 

6  get은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취해 ‘~을 …되게 시키다’의 의미를 나

타내므로, 과거분사 washed가 쓰인 것은 맞다. 

7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고 주절의 주

어 lizards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When threatened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좌절감을 느끼는, 불만스러워하는’ 원숭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frustrated로 고쳐야 한다.   

①  「with+(대)명사+분사」 형태의 구문에서 명사 capuchins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collec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앞의 명사구 the monkeys와 수식하는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 earning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동물 연구원들은 인간만이 공정심을 지닌 유일한 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했다. 일부 흰목꼬리감기원숭이들은 연구원들에게 돌을 주는 대가로 오이 

조각들을 받을 것이라고 배웠다. ‘돌과 오이 경제’는 흰목꼬리감기원숭이들

이 오이 ‘값을 내기’ 위해 부지런히 돌을 모음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이 

시스템은 연구원들이 그들 중 일부에게 그들이 오이보다도 선호하는 포도

를 주기 시작할 때까지는 잘 운영되었다. 이를 보자, 계속 오이를 받은 원숭

이들은 더는 돌을 모으길 거부했다. 좌절감을 느낀 원숭이들은 불공평한 대

우에 항의하려고 심지어 연구원들에게 오이를 던지기까지 했다. 

어휘 fairness 공정성, 공평함 cucumber 오이 in return for ~ 대가로, ~와 

맞바꾸어 economy 경제 diligently 부지런히, 열심히 earn (돈을) 벌다;  

*얻다[받다] refuse 거절[거부]하다 frustrating 불만스러운, 좌절감을 주는

protest 항의[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unfair 부당한, 불공평한 treatment 
치료; *대우[처리/처우]

구문 해설

[1행] Some capuchin monkeys were taught [that they would  

receive pieces of cucumber in return for giving the 

researchers stones].

▶ [ ]는 were taugh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giving은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적중 실전 예제 

028 ② 029 ④ 030 ③ 031 ②

028│②

해설

(A)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 it(a rabbit)과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forcing이 적절하다.  

(B)   tel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을 이끄는 when이 적절하다.  

(C)   makes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므로, difficult가 적절하다. 

해석

추격자를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코요테로부터 도망치는 토끼는 하염없이 일직선으로 달아나지 않

는다. 대신, 그것은 왔다 갔다 빨리 움직여서, 코요테 역시 어쩔 수 없이 방

향을 바꾸고 급선회하게 한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몸집이 더 큰 코요

테보다 몸집이 작은 토끼에게 더 수월하다. 코요테는 또한 언제 토끼가 이쪽

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판단할 수 없어서, 자신의 다음번 움직임을 계획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토끼는 코요테에게 추격을 더 어렵고 지치게 한다. 코

요테가 먹이를 잡는 데 여전히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기진맥진하고, 

포기해서, 더 쉬운 먹잇감을 찾으러 갈지도 모른다. 

어휘 pursuer 추적[격]자 zigzag 지그재그[갈지자형]로 나아가다 endlessly 

끝없이, 무한히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force ~을 강요하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다 chase 추적, 추격 prey 먹이, 사냥감 tire out (스스로를) 기진맥

진하게 만들다

구문해설 

[5행] Zigzagging is easier for a rabbit, [which is small], than 

for the larger coyote.

▶  [ ]는 선행사인 a rabbit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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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로 문장 내에 삽입됨 

[11행] Though a coyote may still succeed in catching its prey, 

there is a chance [that it may tire out, give up, and go look for 

an easier meal].
▶ 「succeed in v-ing」  ‘~에 성공하다’  

▶ a chance와 [ ]는 동격 관계

029│④

해설

④  주절의 시제(wanted)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완료형 분사구

문 Having volunteered로 고쳐야 한다. 

①  명사 an organization을 수식하여 ‘불리는’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

야 하므로, 과거분사 call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운영되다’의 수동태는 be run이므로 수동형 분사구문 Being run에서 

Being이 생략된 Ru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마리오가 ‘마비된’ 것이므로, 수동태인 (is) paralyzed가 쓰인 것은 맞

다. 

⑤  마리오가 동물들을 보기 원했던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had car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네덜란드의 ‘소원 성취 재단’이라고 불리는 한 단체는 말기 질환자들이 그들

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을 도움으로써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의

학적 훈련을 받은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단체는 환자

들을 특별히 장비를 갖춘 구급차 없이는 그들이 방문할 수 없을 장소에 데리

고 간다. 최근, 이 재단은 마리오의 이야기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

는데, 마리오는 몸이 대부분 마비가 되고 뇌종양 말기로 고통받고 있다. 로

테르담 동물원에서 25년 이상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마리오는 그가 보살

폈던 동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기를 원했다. 이 재단에서 그들을 재회하

게 해주었을 때, 많은 동물이 그를 알아보았다. 한 기린은 심지어 그에게 진

한 입맞춤을 해주었다! 

어휘 foundation 토대; *재단 terminally 종말에, 말기적으로 (a. terminal 말
기의, 불치의) fulfill 이행하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run 달리다; *운영[관리]하다

medically 의학적으로 volunteer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로 하다 equip 장비를 

갖추다 paralyze 마비시키다 brain cancer 뇌종양 reunite 재회[재결합]하

다; 재회하게 하다 recognize 알아보다[알다]

구문 해설

[1행] In the Netherlands, an organization [called the 

Ambulance Wish Foundation] is doing great work by helping 

terminally ill patients fulfill their last wishes.

▶  [ ]는 문장 전체의 주어인 an organiza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로, 

이때 주어가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6행] Recently, the Foundation ha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because of the story of Mario, [who is mostly 

paralyzed and suffers from terminal brain cancer].

▶  [ ]는 선행사인 Mario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절 

▶ is와 suffers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30│③

해설 

(A)   명사 winds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packed가 적절하다. 

(B)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the deserts of Egypt이고 뒤에 완전한 절

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C)   「with+(대)명사+분사」 구문으로 명사인 one side와 분사가 능동 관

계이므로, 현재분사 becoming이 적절하다.  

해석

진흙 사자는 사막에서 발생하는 지리학적인 특징이다. 거친 모래를 실은 바

람이 되풀이하여 바위를 치면, 이 바람은 이러한 흥미로운 형상을 만들어 낸

다. 진흙 사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덥고 

건조해야 하며, 바람은 한 방향에서 끊임없이 불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특히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에서 진흙 사

자는 흔하다. 진흙 사자는 때때로 자연 발생적인 스핑크스라고 불리는데, 왜

냐하면 그것들은 보통 한쪽 면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좁아지면서 폭이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사학자들은 심지어 이집트 석공들

이 이미 존재하던 진흙 사자를 개량함으로써 스핑크스를 조각했을지도 모

른다고 믿는다. 

어휘 mud 진흙, 진창 geographic 지리학(상)의, 지리(학)적인 feature 특색,  

특징, 특성 pack (짐을) 싸다; 가득 채우다 rough (표면이) 고르지[매끈하지] 않은,  

거친 repeatedly 되풀이하여; 여러 차례 form 형성되다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condition pl. 환경[상황] consiste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natural 자연의; *자연 발생적인 historian 사학자 stoneworker 석공, 석수 

carve 조각하다, 깎아서 만들다 existing 기존의

구문 해설

[1행] Mud lions are geographic features [that appear in 

deserts].

▶ [ ]는 선행사인 geographic featur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2행] Some historians even believe [that Egyptian 

stoneworkers may have carved the Sphinx by improving on an 

already-existing mud lion].

▶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may have p.p. 」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냄 

▶ 「by v-ing」  ‘~함으로써’

031│② 

해설 

②  전문적인 일이 ‘착수되는’의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undertaken
으로 고쳐야 한다. 

①  주절의 주어 the term “pro bono”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

사 Derived가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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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ither A or B」는 ‘A나 B 중 하나’라는 뜻으로, or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주어 The primary difference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이

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앞에 나온 professional skills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them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공공의 선을 위하여’란 뜻의 라틴어 어구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된 

‘pro bono’라는 용어는 무료 공공 서비스로서 착수되는 전문적인 일을 나

타낸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이나 자선 

단체에 일정량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pro bono 서비스는 

또한 마케팅 회사와 기술 회사를 포함한 다른 업종에서도 갈수록 더 보인다.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pro bono 업무의 주된 차이점은 대단히 가치 있는 

전문적인 기술들이 흔히 그것들의 비용을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

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 be derived from ~에서 유래[기인]하다 phrase 어구; 관용구 term 용

어; 말 undertake 착수하다[하다] lawyer 변호사 certain 확실한; *일정한, 

특정한 in need 어려움에 처한 charitable 자선 (단체)의 increasingly 점점 

더, 갈수록 더 firm 회사 primary 주된, 주요한 standard 일반적인, 보통의

highly 크게, 대단히 desirable 바람직한, 가치 있는 offer 제의[제안]하다

afford ~할[살] 여유[형편]가 되다 

구문 해설  

[1행] Derived from the Latin phrase pro bono publico, 

[meaning “for the public good],” the term “pro bono” refers to 

professional work [undertaken as a free public service]. 

▶  첫 번째 [ ]는 the Latin phrase pro bono publico를 부연 설명하는 

현재분사구 

▶ 두 번째 [ ]는 professional work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9행]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standard volunteering 

and pro bono work] is that highly desirable professional skills 

are being offered to those [who are not usually able to afford 

them]. 

▶ 첫 번째 [ ]는 The primary differenc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수능 필수 어휘 형태가 비슷한 어휘 2
1 acquire 2 require 3 inquire 6 conclude 7 include
12 futile 13 fertile 16 through 17 thorough

해석

1 당신은 책에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다. 

2 이 감자들은 요리할 때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다. 

3 나는 중국어 반 수업료를 알아볼 것이다. 

4 우리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지만 그를 탓하지 않는다. 

5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했다.

6 나는 인용문을 말하는 것으로 발표를 끝낼 것이다. 

7 이 저녁 코스는 디저트도 포함한다.  

8 그 위원회는 에너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9 그 파티는 그들이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시끄러웠다.

10  그 공장들은 다량의 오염 물질들을 배출한다. 

11  그는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다. 

12  나는 불가능한 일에 헛된 시도를 했었다. 

13  아이오와는 미국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14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신에게 기도한다.

15  사자들은 낮 대부분은 잠을 자고, 밤에는 먹이 사냥을 한다.

16  나는 창문을 통해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17  나는 그 주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왔다. 

어휘 Practice
A  1 alert 2 status 3 leak 4 compliment 5 reward    

B 1 × 2 × 3  4 × 5 ×  

C (A) observe (B) minor (C) indicates

A
해석

1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장치가 위험을 알릴 것이다.  

2 스포츠는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들은 작업이 완료되기 전 천장에서 틈을 발견했다. 

4  여러분께서 저희 식당을 지인분들께 추천해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최

고의 칭찬으로 여기겠습니다. 

5  당신이 연습하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

을 깨달을 것이다. 

B
해석

1 상사의 내용물(→ 동의) 없이 그 서류를 열지 마라.  

2 이 여행 상품이 숙박 시설을 끝내는지(→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3 지역 주민들은 시장에 반대하여 그에 맞설 출마자를 찾고 있다. 

4  같은 방식으로, 외국 지명(→ 목적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처음

에 헷갈릴 수 있다.  

5  윤리적인 의사결정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우리 행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들을 상상하도록 습득한다(→ 요구한다).

C
해설         

(A)   우리가 사건들을 ‘목격하는’ 것이므로, observe가 적절하다. 

preserve ‘지키다[보호하다]’ 

(B)   발생하는 사건이 ‘작은[가벼운]’ 부상을 동반하는 것으므로, minor가 

적절하다. minority ‘소수’ 

(C)   300:29:1 패턴이 사고가 인식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indicates가 적절하다. dedicate ‘바치다, 헌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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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빙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감춰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빙산 모형은 우리

가 목격하는 사건들이 더 크고, 눈에 띄지 않는 패턴과 원인들의 아주 작은 

표시라고 제안한다. 1930년대 작업장 안전의 선구자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

리히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이 모형을 적용했다. 그는 근로자들 사이

에서 매번 한 사고가 중대한 부상을 유발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사고가 그

저 가벼운 부상을 동반하며 29번 발생하고, 일체의 부상 없이 사고가 300
번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인리히 법칙으로 알려진 이 300:29:1 패

턴은 누군가 심각하게 다칠 때까지 계속 간과된 채로, 사고는 인식되는 것보

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인리히의 노력 덕분

에, 기업들은 이러한 사고 패턴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서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도록 배웠다.     

어휘 majority 가장 많은 수[다수] (a. major 주요한, 중대한) iceberg 빙산

hide 감추다[숨기다] propose 제안[제의]하다 representation 묘사[표현];  

표시 pattern 양식; 경향, 패턴 pioneer 개척자[선구자] workplace 직장, 업

무 현장 apply 신청하다; *적용하다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injury 부상 

(a. injured 부상을 입은, 다친) whatsoever (whatever의 강조형) 정말, 전혀

frequently 자주, 흔히 unnoticed 눈에 띄지 않는, 간과되는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찾다, 발견하다 underlying 근본적인[근원적인] 

구문 해설

[1행] [(Being) Taken from the idea {that the majority of an 

iceberg is hidden underwater}], the iceberg model proposes 

[that events {(which/that) we observe} are only a tiny 

representation of larger, unseen patterns and causes].

▶ 첫 번째 [ ]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수동형 분사구문

▶  the idea와 첫 번째 { }는 동격 관계 

▶ 두 번째 [ ]는 propos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event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6행] This 300:29:1 pattern, [known as Heinrich’s Law], 

indicates [that accidents may occur far more frequently than 

realized, {remaining unnoticed until someone gets seriously 

injured}].

▶  첫 번째 [ ]는 This 300:29:1 pattern을 부연 설명하는 과거분사구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됨 

▶ 두 번째 [ ]는 indicat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07│조동사와 가정법

A
1 내 지갑을 못 찾겠어. 내가 그것을 식당에 두고 온 게 틀림없어. 

2  LA행 항공편은 모두 예약되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예약을 했어야 했다. 

3 그가 당신에게 그런 심한 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4 로라는 어젯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팠을지도 모른다.

B
5 당신은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6 나는 진짜 초콜릿을 먹는 것이 더 좋다. 

7 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집에 있겠다. 

8 그는 방학 동안 조부모님 댁에 가곤 했다. 

9  나는 내 아이들을 집에 홀로 남겨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 live 2 smiling 3 have come 4 must 5 might  

6 apologize

Check Up

해석

1 그녀는 도쿄로 이사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었다. 

2 고양이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3 그건 굉장한 경기였다. 당신은 그 경기를 보러 왔어야 했다. 

4 대니는 자기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 그는 배가 정말 고팠던 게 틀림없다. 

5  내 여행 가방을 못 찾겠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 두고 왔을지도 모른

다.  

6  당신이 먼저 그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해설

1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 상태나 습관을 나타내는 「used to-v」  구

문이 사용된 것이므로, live가 적절하다.

2  ‘~하지 않을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cannot help v-ing」  구문

이 사용된 것이므로, smiling이 적절하다.

3  과거 행위에 대한 후회나 유감은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의 의미

의 「should have p.p. 」로 나타내므로, have come이 적절하다.

4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은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의 「must 
have p.p. 」로 나타내므로, must가 적절하다.

5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은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의 「might 
have p.p. 」로 나타내므로, might가 적절하다.

6  ‘~하는 게 좋을 것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had better+동사원형」 

구문이 사용된 것이므로, apologize가 적절하다.

C
10  우리가 돈이 더 많다면, 3층짜리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11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나는 가장 빈곤한 가정을 돕는 것에 관해 말

할 텐데.

12  당신이 나를 초대했더라면, 나는 그 파티에 기꺼이 갔을 텐데. 

13  내게 여동생이 있다면 좋을 텐데. 

14  내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15  그룹 회원들은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한다. 

16  그 소녀는 마치 자신이 수년간 스페인에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17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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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가 연기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그가 전문 배우라고 생각할 것이다. 

19  수가 내 여자친구라면,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20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없었을 것이다.

1 have advised 2 refund 3 Had I 4 would 5 could never 

have gone 6 work

Check Up

해석

1 그들이 내게 물어봤더라면, 나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줬을 텐데. 

2 많은 승객이 항공사가 그들의 항공권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3  내가 당신이 아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집에 훨씬 더 일찍 왔을 텐

데. 

4  당신은 누군가가 돈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

려줄 것인가? 

5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을 텐데. 

6  그녀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아마 영화계에 종사할 텐

데.

해설

1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에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가 되어야 하므로, have advised가 적절하다. 

2  주장⋅명령⋅제안⋅요구 등의 동사 뒤에 이어지는 that절의 내용이 ‘~해

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

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refund가 적절하다. 

3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에서 조건절의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되므로, Had I가 적절하다. 

4   가정법 과거 구문에서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이

므로, would가 적절하다. 

5  Without my parents’ support가 If절을 대신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므로, 주절의 동사는 could never have gone이 적절하다.

6  if절에 were to가 쓰인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뒤에는 동사원형 work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shouldn’t 2 give 3 go 4 eat 5 had left 6 would 

spend 7 prepare
B  1  2 If Mom had seen 또는 Had Mom seen 3 had never 

been 4  5 make 6  7 

C ③

A
해석

1 나는 그 디저트를 먹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너무 배가 부르다. 

2 의사는 그가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권했다. 

3 그는 토요일마다 형과 함께 야구장에 가곤 했다.  

4 내 여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밖에 없다. 

5  운전기사가 좀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늦지 않았을 것이

다. 

6 경찰이 그를 붙잡는다면,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7 그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설

1  뒤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디저트를 먹은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자

연스러우므로, 「shouldn’t have p.p. 」  구문이 와야 한다. 따라서 

shouldn’t가 적절하다.

2  주장⋅명령⋅제안⋅요구 등의 동사 뒤에 이어지는 that절의 내용이 ‘~해

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

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원형 give가 적절하다.

3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 습관을 나타내는 「used to-v」가 와야 하

므로, go가 적절하다.

4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cannot help but+동사

원형」이 와야 하므로, eat이 적절하다.

5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가 쓰인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

이므로, If절에는 had left가 적절하다.

6  If절에 were to가 쓰인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주절에는 would 

spend가 적절하다.

7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권고를 나타내는 「had better+동

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prepare가 적절하다.

B
해석

1 슈퍼히어로라면 그런 불량배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텐데.   

2 엄마가 이 지저분한 옷들을 보셨더라면, 나를 야단치셨을 것이다.  

3 그 학생들은 마치 전에 콘서트에 와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4  내가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시피, 그녀는 그 상황으로 인해 

당황했던 게 틀림없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느니 차라리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 

6  나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받았더라면 좋았

을 텐데. 

7  그 비행기 사고의 생존자가 어떻게 해서든 마을까지 걸어갔더라면, 그는 

구조됐을 텐데.

해설

1  주어에 조건의 뜻이 함축된 가정법 과거 문장이므로, would stop이 쓰

인 것은 맞다.

2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가 쓰인 것으로 보아, 가정법 과

거완료 구문이다. 따라서 If Mom had seen으로 고치거나, If를 생략

하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Had Mom seen으로 고쳐야 한다.

3  주절보다 이전 시점의 일을 나타내는 「as if+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 

와야 한다. 따라서 had never been으로 고쳐야 한다.

4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must have p.p. 」  구문이 와

야 하므로, must have been이 쓰인 것은 맞다.

5  ‘B하느니 차라리 A하겠다’ 라는 의미의 「would rather A than B」  

구문에서 A와 B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make로 고쳐야 한다.

6  주절보다 이전 시점의 일을 나타내는 「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구문

이 와야 한다. 따라서 had received가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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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f절에 「had p.p. 」가 쓰인 것으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므로, 

주절에 would have been rescued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문맥상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

을 나타내는 「might have p.p. 」  구문이 와야 하므로, might have 

suffered로 고쳐야 한다.  

①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때를 나타내므로, 완료부정사 to have suffered
가 쓰인 것은 맞다.

②  to부정사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므로, 주절에 

would think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스페인의 한 의사가 최근에 이전 세기 화가들 사이의 납 중독을 입수 가능한 

증거들로 판단했다. 이 화가들은 납 중독으로 인한 모든 현대적인 징후인 치

아 손실, 피로, 복통, 그리고 통풍으로 고통받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미술 

도구와 증상에 대한 묘사들로 미루어 보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납 중독 환자

들에는 미켈란젤로,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포함될 것이

다. 당시의 프레스코화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무릎을 보면, 당신은 그 무릎

이 부어, 아마 관절염에 걸려 보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가 신장 결석을 배

출하는 고통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들과 더불어 그 묘사는 미켈란

젤로가 납 물감으로 생겨난 통풍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휘 assess 재다[가늠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available 구할[이용할] 수 있는 

lead 선두; *납 poisoning 중독 previous 이전의 fatigue 피로

indicator 지표 description 서술[묘사] supply 공급; *pl. 보급품[물자]

symptom 증상 victim 피해자, 희생자, 환자 depict 그리다 fresco 프레스코

화 (새로 석회를 바른 벽에 그것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 enlarge 확대[확장]

하다, 확대되다 portrayal 묘사, 묘사된 것 pass 통과하다; *배설[배출]하다

kidney stone 신장 결석 imply 넌지시 나타내다; 암시[시사]하다

구문 해설

[5행] To see Michelangelo’s knee [depicted in a fresco from that 
time], you would think it looked enlarged, possibly arthritic.

▶ [ ]는 Michelangelo’s kne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6행] That portrayal, along with letters [in which he complains 

of passing kidney stones], implies [that Michelangelo might 
have suffered from gout {caused by lead paint}].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letter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implie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gout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적중 실전 예제 

032 ② 033 ④ 034 ⑤ 035 ③

032│②

해설

(A)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a young man과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playing이 적절하다.

(B)   if절에 had p.p가 쓰인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므로, 주절의 조동사 뒤

에 have been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C)   주어 those가 관계사절 who … fortune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복

수 동사 were가 적절하다.

해석

붐비는 지하철역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매우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연주

하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연주를 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삐 지나가

면서 그가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또 다른 한 명의 음악가일 것으로 생각했

다. 대부분의 행인들은 일터로 가느라 바빴겠지만 만일 그들이 그 남자가 세

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토니 애덤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상

황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운에 놀라워하거나 인식한 사

람들은 거의 없었다.

어휘 passion 열정 hardly 거의 ~아니다[없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 

하다 passer-by 행인 appreciation 감탄; 식별, 감지 fortune 운[행운]

few and far between 매우 드문, 흔치 않은

구문 해설

[4행] Most people were busily hurrying along and probably 

thought [(that) he was just another musician {trying to make 

money}].

▶  [ ]는 동사 though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앞에 접속사 that이 생

략됨

▶ { }는 another musicia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033│④ 

해설

④  Also, if an understudy were called on to …에서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주절의 동사는 would 

receive로 고쳐야 한다. 

①  선행사 an actor or actress가 사람이고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접속사 Since가 이끄는 절에서 동명사 being이 주어 역할로 쓰인 것은 

맞다. 

③  바로 앞의 th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to make가 쓰인 것은 맞다.

⑤  ‘~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a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대역 배우는 주연 배우가 아프거나 다칠 경우 들어가기 위해 주인공 역할을 

익히는 배우이다. 대역 배우가 되는 것은 매우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주역 

부분을 완전히 익히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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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배우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길고 성공적인 경력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역 배우는 유명한 연기자들과 가까이 작업함으로써 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대역 배우가 대역을 하도록 요청받

는다면, 그는 귀중한 출연을 하게 될 것이다. 유명 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로

렌스 올리비에가 맹장염으로 아팠을 때 그의 대역으로 데뷔했다!

어휘 understudy 대역 (배우) step in 들어가다; 개입하다[간섭하다]

performer 연기자[연주가] (n. performance 공연; 연기) injure 부상을 입다[입

히다] master ~을 완전히 익히다, ~에 숙달하다 aspiring 장차 ~가 되려는

career 직업; *경력 valuable 소중한, 귀중한 closely 밀접하게, 친밀하게

well-known 유명한, 잘 알려진 call on 요청하다[부탁하다] fill in ~을 대신하

다; ~의 대리[대역]을 하다 invaluable 매우 유용한, 귀중한 exposure 노출; 알려

짐; 공개 석상에 나타남, 출연하기 debut 데뷔, 첫 출연[출전]

구문 해설 

[3행] Since [being an understudy] requires mastering the lead 

part [while receiving very little pay], it is not an easy job.

▶  첫 번째 [ ]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requires가 쓰임  

▶  두 번째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034│⑤ 

해설

⑤  「should have p.p. 」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의 뜻으로 과

거 행위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데, 문맥상 추측을 나타내는 ‘~했음에 l
틀림없다’의 뜻의 「must have p.p. 」가 자연스러우므로, must have 

come으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 It이 가리키는 Saccharin이 과거의 특정한 때인 1879년에 ‘발견

된’ 것이므로, 과거 수동태 was discover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문맥상 콜타르에 대한 ‘흥미로운’ 용도라는 능동의 의미가 자연스러우므

로, 현재분사 interes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taste는 뒤에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이므로, 형용사 sweet이 쓰

인 것은 맞다.

④  주절의 시제(asked)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had 

done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사카린은 일반적인 설탕 대체물이다. 그것은 한 화학자가 실험실을 나가기 

전 손을 씻지 않았던 1879년에 발견되었다. 그는 콜타르의 흥미로운 용도

를 찾아내려고 노력해 오던 중이어서, 그 물질이 그의 양손에 묻어 있었다. 

그가 저녁으로 롤빵을 먹었을 때, 그는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그녀가 그것들을 만들 때 다른 어떤 것을 

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화학자는 그 단맛이 

그의 양손에 묻은 콜타르에 있던 화학 물질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화학 물질은 사카린으로 밝혀졌다.

어휘 substitute 대용품, 대체물 chemist 화학자 fail 실패하다; *~하지 않다 

laboratory 실험실 use 사용; 용도 coal tar 콜타르(석탄을 건류시키고 남은  

액체) surprisingly 놀라울 정도로, 놀랍게도 sweetness 달콤함, 단맛

chemical 화학 물질 come from ~에서 나오다[생겨나다] turn out to-v ~인 

것으로 드러나다[밝혀지다]

구문 해설

[6행] He asked his wife [if she had done anything different 
{when making the rolls}], but she said she had not (done 

anything different when making the rolls).

▶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  앞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she had not 이하의 내용이 

생략됨

[8행] The chemist realized [(that) the sweetness must have 

come from a chemical in the coal tar on his hands].

▶  [ ]는 동사 realiz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앞에 접속사 that이 생

략됨

▶  in the coal tar는 a chemical을, on his hands는 the coal tar를 

각각 수식하는 전치사구

035│③

해설

(A)   「used to-v」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나타내

므로, used to가 적절하다. 「be used to-v」는 ‘~하는 데 사용되다’

의 의미이다.

(B)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teeth가 문장의 주어이고 taken … 

nutsedge는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므로, 문장의 동사가 필요

하다. 따라서 showed가 적절하다.

(C)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 instance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known이 적절하다.

해석 

고대인들의 유골에 대한 연구는 고대인들 중 일부가 향부자라고 불리는 쓴

맛이 나는 잡초를 씹어서 이를 닦곤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인간의 식단에 

더 많은 곡물과 더 적은 고기를 포함하기 시작한 이후, 구강 박테리아는 대

부분의 고대인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보라색 향부

자를 씹었던 농부들의 유골에서 나온 치아 중 1퍼센트 미만이 충치의 흔적

을 보였다. 더 많은 실험에서 보라색 향부자 추출물이 구강 박테리아를 물리

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것은 구강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사람들의 첫 사례로 알려졌다.

어휘 skeleton 뼈대; 해골 ancient 고대의 chew (음식을) 씹다 bitter-

tasting 쓴맛을 내는 weed 잡초 diet *식사[음식]; 식습관 incorporate (일

부로) 포함하다 grain 곡물 oral 입의, 구강의 bacteria 박테리아, 세균

sign 징후, 흔적 decay 부패, 부식 extract 추출물 indeed 정말, 확실히

instance 사례, 경우 promote 촉진하다

구문 해설

[9행] Further experiments have determined [that purple 

nutsedge extracts do indeed help fight oral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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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have determin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do[does]+동사원형」은 ‘꼭[확실히] ~하다’의 의미로 여기서 do는 일

반동사의 의미를 강조함

▶ help는 목적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취함

[11행] This is the first known instance of people [using plants 

to promote oral health].

▶ [ ]는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to promot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수능 필수 어휘 형태가 비슷한 어휘 3
1 altitude 2 aptitude 3 attitude 8 substitute 9 constitute 

10 inspire 11 expire 12 inhibit 13 inhabit

해석

1 비행기가 9,000미터의 고도로 날고 있다.  

2 나는 내가 춤에 타고난 소질이 있다고 믿는다. 

3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 좋은 태도를 지니려고 한다. 

4 장군은 부대에게 전진할 것을 명령했다. 

5 그는 난민 문제에 관한 그녀의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6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기분 변화를 알아챘다. 

7 당신은 로그인을 하기 위한 새 아이디와 암호를 받을 것이다.  

8 당신은 귤로 레몬을 대신할 수 있다.  

9 그러한 폭력 행위는 사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 

10  나는 내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11  당신의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에 만료될 것이다. 

12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집중을 저해할지도 

모른다.

13   북극에 사는 많은 종이 현재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 

14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15  많은 과학 원리들은 설명하기 어렵다. 

어휘 Practice
A  1 principle 2 medication 3 confine 4 constructed  

5 detect 
B 1  2  3 × 4 × 5 ×

C (A) command (B) expected (C) attempted

A
해석 

1 그녀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 

2 그 의사는 내게 이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었다. 

3 야생동물을 작은 우리에 가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4 그 회사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새 건물을 지었다. 

5 인디언은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를 감지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귀를 댄다.

B
해석

1 그 법은 정치적 부패와 싸우기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2 멸종된 동물들의 유해가 진흙층 아래에 묻혀있었다.

3 그 두 주인공들은 현재의 장이 아닌, 귀중한(→ 이전의) 장에서 만났다.

4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하며, 라틴어를 발표하는(→ 발음하는) 것을 연

습한다.  

5  그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경쟁의식을 통한 경쟁이 더 위대한 혁신

에 만료되었다(→ 영감을 주었다).

C
해설

(A)   소방대원들이 와그너 닷지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

로, command가 적절하다. comment ‘논평, 언급’

(B)   문맥상 불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졌다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expected가 적절하다. excuse ‘변명하다’ 

(C)   대부분의 대원이 와그너 닷지의 계획을 따르는 대신 불길을 앞서 나가

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attempted가 적절하다. 

tempt ‘유혹하다[부추기다]’

해석

1949년 8월 4일에, 몬태나 주에서 벼락이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다. 15명

의 삼림 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으로 급히 출동했고 와그너 닷지라는 이름의 

전직 삼림 소방대원의 지휘 아래 놓였다. 불길은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져서 그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불길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번졌고 그들은 (불길에) 갇히게 되었다. 닷지는 탈 만

한 연소물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작고, 세심히 통제된 ‘탈출용 불’

을 내어 보기로 했다. 그의 생각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대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대원이 대신 불길보다 더 빨

리 달리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닷지를 포함하여 세 명만이 살아남았다.

어휘 lightning strike 벼락, 낙뢰 massive 거대한; 엄청나게 큰[심각한]

rush 급히 움직이다, 서두르다 command 명령; *지휘, 통솔 former 과거의, 이

전의; 전임의 flame 불길, 불꽃 spread 펼치다; *퍼지다, 확산되다 trap 가두다 

controlled 세심히 관리[통제/조정]된, 아주 조심스러운 wildfire 번갯불, *산[들]불, 

연소물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outrun ~보다 더 빨리[멀리] 

달리다

구문 해설

[4행] Dodge decided to try setting small, controlled “escape 

fires” to create areas with nothing for the wildfire to burn.

▶ 「try v-ing」  ‘(한 번) ~해 보다’

▶ to creat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for the wildlife는 to burn의 의미상 주어이고, to burn은 nothing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5행] His idea worked, and he ordered the team to follow his 

plan.

▶ 「order A to-v」  ‘A에게 ~하라고 명령[지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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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명사와 대명사 

A
1 해변에 남자아이들이 많이 있다. 

2 많은 운전기사들이 매일 과속으로 딱지를 뗀다.  

3 그들은 거액의 돈을 벌었다.  

4 사실대로 말하면, 그는 용기가 별로 없다. 

5 이 반에 있는 학생 대부분이 아침에 약간의 빵을 먹는다. 

6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B
7 나는 물을 좀 마셨고, 이것은 내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8 A: 좀 쉬자. B: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9 그의 신발 색은 네 신발의 그것(색)보다 더 밝다. 

10   이 회사가 만든 자동차들은 그 회사가 만든 것들(자동차들)보다 더 멋지

다. 

1 that 2 a little 3 the 4 plenty of 5 number  

6 information

Check Up

해석

1 내 사전은 그녀의 것보다 더 두껍다. 

2 내가 혼자 조용히 있게 해주세요.  

3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쌀을 배달시키는 것을 잊어버렸다. 

4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많은 쿠키와 초콜릿을 먹었다. 

5 다수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었다. 

6 나는 기사를 쓰기 위해 중국사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다. 

해설

1  앞에 언급된 단수 명사 dictionary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수 대

명사 that이 적절하다. 

2  peace와 quiet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little과 함께 쓰는 것이 적

절하다. 

3  ri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앞에 관사 a가 아닌 the와 함께 쓰는 것

이 적절하다. 

4  cookies는 셀 수 있는 명사이지만 chocolate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

로 모든 명사와 함께 쓸 수 있는 plenty of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5  programs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A large number of와 함께 쓰

는 것이 적절하다. 

6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쓰

는 것이 적절하다. 

C
11  사람은 자기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12  나는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서, 내일 한 대 살 것이다. 

13  나는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지만, 형이 그것을 잃어버렸다. 

14   식탁에 오렌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네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 것이

다.  

15   에티오피아를 방문해야 할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치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이며, 마지막 하나는 에티오피아 여름 축제이다.

16   경기장에 여러 선수 집단이 있다. 일부 그룹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

고, 다른 그룹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나머지 그룹은 흰색 유니

폼을 입고 있다. 

D
17  그들의 의견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18  그녀는 다음 달에 내 친구와 결혼할 것이다.

E
19  그는 그 실패를 자책했다. 

20  그들은 독창적이 되도록 그 자신을 몰아 붙였다.

21  톰은 자신의 집을 직접 설계했다.

22  수지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3  당신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24  그 소년은 혼자 집에 갔다.

1 it 2 mine 3 others 4 A customer of ours 5 herself  

6 the other

Check Up

해석 

1 그는 내게 우산을 주었는데, 그것은 망가졌다.   

2 맨 위 선반에 있는 접시들이 내 것들보다 더 비싸다. 

3 어떤 이들은 식사 예절에 민감하지만,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4 우리 고객 중 한 분이 배달 지연에 대해 불평했다. 

5  아무도 제니에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아서, 그녀는 스스로 장미 몇 송이

를 샀다. 

6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나와 비슷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다르다. 

해설

1 앞에 언급된 명사 an umbrella 자체를 지칭하는 it이 적절하다. 

2  비교 대상이 The dishes이므로, ‘나의 접시들’을 의미하는 소유대명사 

mine이 적절하다. 

3  다수 중에서 일부 집단은 some, 또 다른 집단은 others를 써야 하므

로, others가 적절하다. 

4  한정어가 명사 앞에 올 때는 소유격을 명사 앞에 쓰지 않고 「한정어+명

사+of+소유대명사」의 어순으로 써야 하므로, A customer of ours
가 적절하다.   

5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킬 경우 재귀대명사를 써야 하므로, 

herself가 적절하다. 

6  둘 중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나타내므로, the other
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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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수능만만 기본 

어법 Practice
A  1 furniture 2 this 3 those 4 A book of yours 5 one

6 a little 7 amount
B  1  2 hers 3 gas 4 those 5 himself 6  7 

C ②

A 
해석

1 메리는 자신의 침실에 들일 새 가구를 샀다. 

2  해리는 알람 시계를 맞춰 놓는 걸 잊어버렸고, 이것은 그가 늦게 만들었다.

3 당신의 정원에 있는 꽃들이 그의 정원에 있는 것들보다 더 향기롭다. 

4 당신의 책 한 권이 교내 식당에서 발견되었다. 

5 그 책의 현재 디자인은 예전 것보다 더 화려하다.

6 만약 네가 시간이 좀 있으면, 나를 공항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니?

7  신생아의 아주 작은 울음소리라도 특히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는 꽤 

걱정될 수 있다. 

해설

1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앞 절에 언급된 내용을 받으므로, 지시대명사 this가 적절하다. 

3  앞에 나온 복수 명사 The flower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수 대

명사 those가 적절하다.  

4  한정어가 명사 앞에 올 때는 소유격을 명사 앞에 쓰지 않고 「한정어+명

사+of+소유대명사」의 어순으로 써야 하므로, A book of yours가 적

절하다.   

5  앞에 언급된 명사구 book design과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을 가리키

므로, one이 적절하다.   

6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little과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7 crying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mount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해석

1 나는 체리 파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2 나는 영화 속 그녀의 그 매력적인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3 나는 겨우내 내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스를 많이 쓰곤 했다.  

4  나는 아침 식사로 계란들을 먹었고, 그것이 내가 온종일 먹은 유일한 것

이었다. 

5  스티브는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자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한다.  

6  두 통의 편지가 작성되어 하나는 발송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7  군 전차병의 일부 대원들은 우수한 능력이 있는 반면 다른 대원들은 그

저 보통이었다.

해설 

1 앞에 나온 a cherry pie 자체를 지칭하는 대명사 it이 쓰인 것은 맞다. 

2  한정어가 명사 앞에 올 때는 소유격을 명사 앞에 쓰지 않고 「한정어+명

사+of+소유대명사」의 어순으로 써야 하므로, 소유대명사 hers로 고

쳐야 한다. 

3  gas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형인 gas로 고쳐야 한다.  

4  앞에 나온 복수 명사 egg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수 대명사인 

those로 써야 한다. 

5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로 고쳐

야 한다. 

6  둘 중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나타내는 것은 맞다. 

7  다수 중에서 일부 집단은 some, 또 다른 집단은 others를 써야 하므

로, others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②  앞에 나온 복수 명사 levels를 가리키므로, 복수 대명사 those로 고쳐

야 한다.

①  ‘매우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형용사[부사]+that …」  구문이

므로, 형용사 attached가 쓰인 것은 맞다.

③  개와 주인의 호르몬 동조화와 관련된 연구 중 하나는 One이 쓰였으며, 

또 다른 연구를 지칭하기 위해 Another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연구는 개와 그 주인이 매우 애착을 느끼게 되어서 그들의 호르몬 수치가 실

제로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한 연구는 개와 그 주인의 코티솔 수치

를 측정했고, 그 결과 개의 수치가 조련사의 것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대표 저자에 따르면, 그러한 동조화는 의사소통을 더 용이하게 하도

록 돕는다. 또 다른 연구는 ‘유대감 형성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옥시토신의 

수치가 개와 그 주인에게서 모두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보통 

개가 외관상 그 주인과 닮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생화학적으로

도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휘 attached 애착을 가진 synchronize 동시에 발생하다; 동조시키다, 일치시

키다 (n. synchronization 동시에 일어나기; 동기화) measure 측정하다[재다]

handler 조련사 lead author 주요 필자[저자] facilitate 용이하게[가능하

게] 하다 bond 접착시키다; *유대감을 형성하다 physically 신체[육체]적으로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biochemistry 생화학

구문 해설

[4행] Another study found [that levels of oxytocin, {also known 

as the “bonding hormone},” are similar in both dogs and their 

owners].

▶ [ ]는 fou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that절의 주어가 복수 명사 levels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임 

▶ { }는 oxytoci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적중 실전 예제 

036 ③ 037 ② 038 ② 039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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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③

해설

③  앞에 언급된 명사구 wedding toast와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을 가리

키므로, one으로 고쳐야 한다.  

①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cry가 쓰인 

것은 맞다.

②  문맥상 ‘그 축사가 처음에 의미했던 것보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앞

에 나온 동사의 과거형 meant의 대동사 did가 쓰인 것은 맞다.

④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if절의 동사로 과

거형 purchased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선행사인 good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당신의 결혼식 날 신랑 들러리가 당신을 울게 만드는 마음 따뜻하고, 감동적

인 축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나중에 그가 직접 축사를 쓴 것이 아

니라 온라인에서 산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돈을 받

은 전문가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알기 전인, 처음에 그 축사가 의미했던 때

보다 그 의미가 덜한가? 대부분의 사람은 구매한 결혼 축사가 진짜 축사보

다 가치가 덜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비록 구매한 축사가 그것에 바라던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속임수에 기대

는 것이다. 즉, 만약 당신이 온라인에서 감동적인 명작의 축사를 구입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감출 것이다! 만약, 구입한 축사의 효과가 그것의 출

처를 감추는 것에 좌우된다면, 그것이 진품의 부정직한 버전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다. 어떤 점에서 결혼 축사는 구매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고파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

어휘 suppose 생각하다; 가정하다 toast 토스트; *축배, 건배  

heart- 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authentic 진본인; *진짜인 achieve 성

취하다 deception 기만, 속임수 conceal 숨기다 origin 기원, 근원; 출신

suspect 의심하다 corrupt 타락한, 부패한; 부정직한 diminish 줄어들다; 줄이

다, 약화시키다

구문 해설 

[2행] You later learn [(that) he didn’t write it himself but bought 
it online].

▶  [ ]는 lear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됨

▶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7행] Although a bought toast might “work” in the sense of 
[achieving its desired effect], .... 
▶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 

037│②

해설

(A)   「The number of+복수 명사」가 주어일 경우 항상 단수 동사를 쓰므

로, is가 적절하다.

(B)   앞에 나온 단수 명사 a cost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단수 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C)   동사 invest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wisely가 적절하다. 

해석

사람 대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부터 투자 자문을 얻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로보 투자가들이 인간 투자 자문역의 비용

보다 상당히 더 낮은 비용으로 믿을 만한 재정 관련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는 믿음 덕분이다. 로보 투자가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그들이 두려움과 탐욕 

같은 감정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현재 빅데이

터와 행태 재무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감정적 편견을 제거해서 고객

들이 컴퓨터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현명하게 투자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휘 investment 투자 investor 투자가 sound 믿을 만한, 타당한

financial 금융[재정]의 (n. finance 재원[자금]; *재정[재무]) significantly 상당

히[크게]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emotion 감정, 정서 (a. emotional 정서

의; 감정적인) greed 탐욕 fund manager 펀드 매니저, 투자 담당가 claim 

주장하다 behavioral 행동의, 행동에 관한 technique 기법; 기술 bias 편견, 

편향 client 의뢰인, 고객

구문 해설

[1행] The number of people [choosing to take investment 
advice from computer algorithms instead of people] is 

increasing. 

▶ [ ]는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038│② 

해설 

(A)   products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다수의’라는 의미의 a number 

of와 함께 쓴다. an amount of는 ‘상당한 양의’라는 의미로, 셀 수 없

는 명사 앞에 쓰인다. 

(B)   앞에 나온 명사구 tablets, capsules, and powder와 수식하는 분사

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sold가 와야 한다. 

(C)   things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a few와 함께 쓰는 것이 적절하다.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 

해석 

최근 몇 년간, ‘프로폴리스’로 알려진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많은 제품이 시

장에 출시되었다. 벌집에서 채취된 프로폴리스는 벌이 나무에서 채집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건강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정제, 캡슐, 그리고 분말을 포

함하여 많은 형태로 판매된다. 프로폴리스는 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것

은 전통적으로 감염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여 왔다. 연구들은 그것

이 피부에 바로 발라질 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다. 그것을 눈 안에 넣거나 눈 근처에 바르지 마라. 또한, 그것을 여러 차

례 사용하는 것은 당신에게 알레르기가 생기기 쉽게 만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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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recent 최근의 contain ~이 들어[함유되어] 있다 substance 물질

release 풀어 주다; *공개[발표]하다 beehive 벌집 tablet 정제 (둥근 모양의 약

제) powder 가루, 분말 prevent 막다[예방하다] infection 감염 illness 

병, 아픔 suggest 제안하다; *암시[시사]하다 bacteria 박테리아, 세균 apply 

신청하다; *바르다 directly 곧장; 바로 ~에 repeatedly 되풀이하여; 여러 차례

prone to ~하기 쉬운 develop 성장하다; *(병 ·문제가) 생기다 

구문 해설  

[1행] In recent years, a number of products [containing a 

substance {known as “propolis”}] have been released on the 

market. 
▶ [ ]는 a number of product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 }는 명사 a substan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3행] [(Being) Taken from beehives], propolis is a substance 

[which bees collect from trees]. 

▶  첫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됨 

▶ 두 번째 [ ]는 선행사 a substanc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39│④ 

해설 

④  고체가 ‘자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for itself가 와야 한다. in itself는 ‘본래’라는 의미이다.

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사구문의 접속사 While을 남겨둔 형태이다.

②  앞에 나온 명사구 the volume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시대명사 that
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주절의 시제(is said)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완료부정사 to 

have been이 쓰인 것은 맞다.

⑤  feel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고, 보어로는 형용사가 와야 하므

로, lighter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

스는 그의 행동이 어떻게 물을 솟아올라 넘치게 하는지를 관찰했다. 그는 욕

조에서 빠져나간 물의 부피는 물속에 잠긴 물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흥분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 길거리로 뛰쳐

나갔다고 전해진다. 아르키메데스가 깨달았던 것은 고체는 그 자신에게 필

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액체를 밀어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동은 ‘부력’

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액체 속에 잠긴 고체를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물 속을 걸을 때 더 가볍게 느끼는 이유이다. 

어휘 step into ~ 에 발을 들여놓다 ancient 고대의 observe 보다; *관찰하다 

overflow 넘치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volume 양, 부피 displace 대

신하다; *쫓아내다; (평소의 위치에서) 옮겨 놓다 (n. displacement 이동) tub 통;  

*욕조 be equal to ~와 동일하다 object 물체 submerge 물속에 넣다[잠그

다] discovery 발견 naked 벌거벗은 solid 단단한, 고체의 liquid 액체

room 방; *자리[공간] buoyant force (물리) 부력 

구문 해설 

[1행] …, the ancient Greek scientist Archimedes observed [how 

his action caused the water to rise up and overflow]. 

▶ [ ]는 동사 obser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

▶  「cause A to-v」는 ‘A가 ~하도록 (야기)하다’라는 의미로, cause의 

목적격 보어로 to rise up과 (to) overflow가 병렬 연결됨 

[5행] He is said to have been so excited about his discovery 

that he ran out naked into the street. 
▶ 「so+형용사[부사]+that ... 」  ‘매우 ~해서 …하다’ 

[7행] [What Archimedes had realized] was [that a solid object 
displaces liquid in order to make room for itself].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함

▶ 두 번째 [ ]는 문장의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절

수능 필수 어휘 형태가 비슷한 어휘 4
3 infinite 4 definite 5 deprive 6 derive 7 evolution  

8 revolution 9 expand 10 expend

해석

1 그녀는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 검사를 받았다.   

2 우리는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3 우리가 알기로 우주는 무한하다. 

4 그가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5 큰 소음이 내게서 단잠을 빼앗기 시작했다. 

6 60퍼센트 이상의 영어 단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

7 생물은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왔다. 

8 혁명은 이전의 독재 정권을 와해시켰다.  

9 그들은 내년에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10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다. 

11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12  그녀는 학생들이 더 주도성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13  전쟁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14  이 프로그램은 소유자의 얼굴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15  게임의 승자는 곧 이메일로 통보될 예정이다. 

어휘 Practice
A  1 notified 2 describe 3 range 4 conference 5 expand 

B 1  2  3  4 × 5 × 

C (A) instinctive (B) tend (C) improving

A
해석 

1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2 그는 그녀의 외모를 매우 자세히 묘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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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그가 문학에 대해 그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졌는지 몰랐다. 

4 그 환경 단체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연례 학회를 열었다. 

5 낮 동안 발이 붓기 때문에, 오전에 신발을 사는 것을 피해라.

B
해석 

1 그 화산은 최근에 엄청난 힘으로 폭발했다. 

2  서핑하는 사람이 언제나 서핑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의식하는 것은 아니

다.

3 그 학생들은 불어에서 유창성이라는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다. 

4  컴퓨터가 지진의 영향을 자극하는(→ 모의 실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5  일일 계획은 사람에게 선택할 기회를 끌어내어(→ 주지 않아), 그 사람은 

일련의 일들에 갇혔다고 느낀다. 

C
해설 

(A)   남아프리카 베짜기새의 둥지 짓기 기술은 ‘본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학

습된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instinctive가 적절하다. inactive ‘활동하

지 않는; 활발하지 않은’

(B)   둥지를 짓는 경험이 확장됨에 따라 실수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

이므로, tend가 적절하다. attend ‘참석하다’  

(C)   매번 둥지를 지을 때마다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짓는다

는 내용이므로, improving이 적절하다. worsen ‘악화되다; 악화시키

다’      

해석

연구원들은 최근에 보츠와나의 남아프리카 베짜기새의 둥지 짓기 기술이 

본능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에든버러 대

학의 패트릭 월쉬 박사는 둥지 짓기에는 ‘경험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연

구에 대해 말했다. 이 새들은 한 둥지에서 다음 둥지까지 각기 달리 하는 둥

지 짓기 기술을 지니고 있어, 그들의 경험이 확장됨에 따라 실수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윌쉬는 둥지가 매번 같은 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것은 일종의 내

재된 청사진에 따른 것이겠지만, 남아프리카 베짜기새는 매번 디자인을 개

선하면서 그들의 둥지에 변화를 준다고 지적했다.  

어휘 nest-building 둥지 만들기 expertise 전문 지식[기술] instinctive 

본능[직감]에 따른, 본능적인 vary 서로[각기] 다르다; 달리 하다, 변화를 주다 

knowledge 지식; *경험 expand 확대[확장]되다 point out 지적[언급]하다

inbuilt 천부적인[고유의], 내재된 blueprint 계획, 청사진 

구문 해설

[3행] The birds have different nest-building techniques [which 

they vary from one nest to the next], and as their knowledge 

expands, they tend to make fewer mistakes.

▶  [ ]는 선행사인 different nest-building techniques를 수식하는 목

적격 관계대명사절    

▶ as는 ‘~(함)에 따라’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  

[5행] Dr. Walsh pointed out that if nests were built the same 

way each time, it would be according to a sort of inbuilt 

blueprint, but the southern masked weavers vary their nests, 

[improving the design each time].

▶  「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구문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중간점검 TEST 02
040 ⑤     041 ④     042 ②     043 ④     044 ⑤     045 ①     046 ①

040│⑤ 

해설

⑤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 I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

로, Realized를 현재분사 Realiz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하느라 바쁘다’는 「be busy v- ing」  구문으로 나타내므로, cutting
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앞의 someone reliab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

야 하므로, to repair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자동차 정비사가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

로, different는 맞다.

④ guarantee의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줄리와 나는 미용실에서 일한다. 우리가 분주하게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동

안, 줄리가 나에게 말했다. “내 차가 말썽을 부리지만, 그것을 고칠 믿을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자동차 정비사는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라고 내

가 말했다.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그게 고쳐진다

는 보장은 없어.” 내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

아서, 줄리의 손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물었다. “정비사는 아니시죠, 그

렇죠?” “네, 아닙니다. 저는 의사예요.”라는 짜증 섞인 대답이 나왔다.

어휘 client 의뢰인[고객] reliable 믿을[신뢰할] 수 있는 repair 수리[보수]하

다 mechanic (차량 ·엔진 등의) 정비공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fix 고정시

키다; *수리하다, 바로잡다 realize 깨닫다,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offend 기분 상

하게[불쾌하게] 하다 lean 기울다 irritated 짜증[화]이 난 reply *대답; 답장

구문 해설

[3행] ..., but it’s hard [to find someone reliable to repair it].
▶ 첫 번째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one, -thing,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함

[7행] Realizing that I could have offended someone, I leaned 

over to Julie’s client and asked, ….

▶  「could have p.p. 」는 ‘~할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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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④

해설

(A)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reactivated가 적절하다. 

(B)   요구 ·주장 ·제안 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이어지는 that절의 내용이  

‘~해야 한다’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

동사원형」을 써야 하므로, accompany가 적절하다.

(C)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requiring이 적절하다.

해석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내 카드키가 작동이 안 돼서, 그것을 

다시 작동되게 하려고 호텔 프런트를 방문했다. 그곳에 있던 여자는 내게 신

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나는 운전 면허증을 내 방에 두고 왔었다. 그

녀는 객실 비용을 결제했었던 내 신용 카드를 신분증으로 받길 거부했다. 그

러고 나서, 그녀는 내가 운전 면허증을 찾으러 가기 위해선 경비가 나와 동

행해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

했고, 다행히도 그녀는 내게서 어떤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동의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호텔 지배인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

번호를 물었더니 그녀는 내게 틀린 번호를 주었다!

어휘 reactivate (활동 등을) 재개하다, 재가동하다 insist 고집하다[주장하다] 

identification(= ID) 신원 확인; *신분[신원] 증명 license 면허[자격](증)

accept 받아들이다 demand 요구하다; 따지다 security 보안, 경비

accompany (사람과) 동반하다, 동행하다 mistreat 학대[혹사]하다 refund 환

불(금) thankfully 다행스럽게도 complain 불평[항의]하다

구문 해설

[1행] [While staying at a hotel in Honolulu], my key card 

stopped working, so I visited the front desk to have it 
reactivated. 

▶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  「stop v- ing」  ‘~하는 것을 멈추다’ cf ) 「stop to-v」  ‘~하기 위해 멈

추다’ 

[5행] She refused to accept my credit card, [which I had paid 

for my room with], as a form of ID.

▶  [ ]는 선행사인 my credit card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

격 관계대명사절 

[8행] I said I was being mistreated and demanded a refund, ….

▶ said와 demande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문맥상 I가 ‘잘못 대우받고 있었던’ 것이므로, 과거진행형 수동태가 쓰임

042│② 

해설

②  앞에서 하나(one plant)를 언급하고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를 언급

할 때는 other가 아닌 another를 쓰는 것이 맞다.

①  to improv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맞는 쓰임이

다.

③  Rice는 ‘조작되는’ 대상이고 그러한 유전자 조작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완료형 수동태 has been modified를 쓰는 것은 

맞다.

④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인 thinks를 쓰는 것은 맞다.

⑤  명사구 new genes와 수식하는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forc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과거에, 농부들은 농작물을 개선하기 위해 품종 간 교배를 이용했다. 불행

히도, 그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더 수월

한 방법인 생명 공학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한 식물에서 유전자를 추출하

여 그것들을 또 다른 종에 바로 삽입한다. 이것은 변형이 보다 더 빠르고 정

확하게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여분의 비타민 A를 갖게 하기 위해서 쌀은 

수선화 유전자를 이용해 조작됐다. 이것은 음식에서 충분한 비타민 A를 섭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명 공학을 좋은 것으

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유전자가 강제로 투입된 식

물들이 야생 식물들과 이종 교배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모른다고 우려한

다.

어휘 crossbreeding 품종 간 교배 (v. crossbreed 이종 교배하다) crop (농)

작물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bioengineering 생명 공학 

gene (생물) 유전자 insert 끼우다[삽입하다] directly 곧장; *(특정한 위치) 바로 

~에 precisely 꼭, 정확히 modify 수정[변경]하다, 바꾸다 daffodil 수선화 

extra 추가의, 여분의 diet 식사[음식]; 식단 fear 두려워하다; *우려[염려]하다

force A into B A를 B에 강제로 집어넣다 upset 속상하게 하다; *잘못되게 만들다 

ecosystem 생태계

구문 해설

[8행] This helps people [who don’t get enough vitamin A in 

their diet].
▶ [ ]는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9행] But not everyone thinks [(that) bioengineering is a good 

thing].

▶  「not every ~」는 ‘모두 ~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부분부정을 나타

냄

▶  [ ]는 think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음

[10행] Some people fear [that plants {with new genes forced 
into them} will crossbreed with wild plants and upset the 

ecosystem].

▶ [ ]는 fear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plan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고, forced into them은 new 

gen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043│④ 

해설

(A)   명사구 a person’s arms와 수식하는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

분사 crossed가 적절하다.

(B)   lead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open이 적절하다.

(C)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절의 주어 April 26와 분사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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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honoring이 적절하다.

해석

프레첼은 7세기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기도하느라 교차된 사람의 양팔과 닮은 밀가루 반죽 모양을 만든 한 수도사

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한다. ‘어린 기도자들’을 의미하는 프레티올라라고 불

린 그것은 기도를 배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졌다. 19세기 

중반에 한 미국인 제빵사가 그가 도와줬던 어느 노숙자로부터 프레첼 요리

법을 전수받았다. 이것은 머지않아 그가 미국 최초의 프레첼 빵집을 열게 했

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2003년에, 프레첼과 그 역사를 

기념해 4월 26일이 전국 프레첼의 날로 선포되었다.

어휘 trace 추적하다; *거슬러 올라가다 monk 수도사 dough 밀가루 반죽 

resemble 닮다 cross 건너다; *교차시키다 prayer 기도(하는 사람) reward 

보상, 보답 baker 제빵사 recipe 요리[조리]법 homeless 집이 없는

bakery 제과점 exist 존재하다 declare 선언[선포]하다 national 국가의, 전

국적인 honor 존경하다; *예우하다

구문 해설

[2행] It is said [that they were created by a monk {who shaped 

dough to resemble a person’s arms crossed in prayer}].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 }는 선행사인 a monk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4행] [Called pretiola, {which means “little prayers”}], they were 

given to children ….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는 선행사인 pretiola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7행] …, an American baker was given the recipe for pretzels 

by a homeless   man [(whom) he had helped].

▶  [ ]는 선행사인 a homeless ma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되었음

▶  과거완료 had helped는 주절의 과거 시제(was given)보다 앞서 일어

난 일을 나타냄

044│⑤ 

해설

⑤  to부정사의 일반적인 의미상 주어는 「for+목적격」으로 나타내므로, 

of를 for로 고쳐야 한다.

①  ‘너무 ~해서 …하다’라는 뜻의 「so ~ that」  구문이므로, that을 쓰는 

것은 맞다.

②  「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절에 would를 

쓰는 것은 맞다.

③ 동사 bends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differently를 쓰는 것은 맞다.

④  앞 문장의 The starlight를 가리키는 주어 it의 소유격으로 its를 쓰는 

것은 맞다.

해석

별(항성)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들은 반짝이는 빛의 점들 같아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달에 가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무

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반짝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빛은 공기를 통과해 지나갈 때 굴절한다. 그리고 그

것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굴절한다. 당신이 지구 표면에서 보는 별빛

은 수 킬로미터의 공기를 통과해 오는데, 그것 중 일부는 따뜻하고, 일부는 

차갑다. 그러므로, 별빛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도중 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절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당신이 알아채기에 딱 충분하여, 당신은 그것들

을 반짝이는 것으로 본다.

어휘 twinkle 반짝거리다 point 의견; 요점; *지점, 점 bend 굽히다; 구부러지

다[휘어지다] starlight 별빛 several (몇)몇의 atmosphere (지구의) 대기 

just (‘정확히’라는 뜻의) 딱, 꼭 notice ~을 의식하다[알다]

구문 해설

[6행] The starlight [(which/that) you see from Earth’s surface] 

has passed through several kilometers of air ....

▶ [ ]는 선행사인 The starligh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45│① 

해설

(A)   공공 예술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forms가 

적절하다. formation ‘형성 (과정)’

(B)   공공 예술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므로, valu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valuation ‘(가치) 평가, 판단’

(C)   문맥상 공공 예술이 공동체에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뜻이므로, ‘정체’의 

의미의 identity가 적절하다. identification ‘신원 확인, 신분 증명’

해석

공공 예술은 화랑이나 미술관보다는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예술이다. 공공 예술의 가장 흔한 형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기념비이다. 그

렇지만 그 용어의 더 광범위한 정의에는 건축, 그라피티, 어떤 종류의 조명, 

그리고 무용이나 거리극과 같은 공연예술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 예술의 영

향력을 판단하기란 어렵지만, 그것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것은 공공장소에 아름다움을 불러오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힘을 갖고 있

다. 그것은 또한 한 도시의 이상과 신념을 표현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공공 예술은 어떤 공동체에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

어휘 monument 기념물; 기념비적인[역사적인] 건축물 memorial 기념비 

definition 정의 term 용어, 말 architecture 건축 graffiti (공공장소에 하

는) 낙서, 그라피티 performance 연주, 공연 measure 측정하다; *판단[평가]하

다 impact 영향, 충격 underestimate (비용 ·규모 등을) 너무 적게 잡다; 과소평

가하다 inspire 고무[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ideal 이상 community 지역사

회, 공동체 

구문 해설

[7행]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impact of public art], ….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9행] It brings beauty to public spaces and has the power to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43 17. 10. 11.   오후 2:53



44•수능만만 기본 

inspire us.

▶ to inspire는 the power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46│① 

해설

① 휴가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자원봉사 여행이라는 추세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population을 popularity로 고쳐야 한다. 

해석

2004년 아시아에 발생한 쓰나미 이래로, 휴가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자원

봉사 여행이라는 추세가 인구(→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휴가에 수행되는 

일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숲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

은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집, 학교, 또는 병원 등을 

건설하는 일을 돕는다. 이런 일에 대한 보수는 없지만, 그에 따르는 몇 가지 

특혜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호텔과 음식점에서 할인을 받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동안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이 종래의 휴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된

다.

어휘 trend 추세, 동향 volunteer 자원 봉사자 gain 얻다 destination 

목적지, 도착지 environmental 환경의, 환경과 관련된 replant 옮겨 심다; *~에 

새로 식물을 심다 forest 숲, 삼림 privilege 특전, 특혜 rarely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는 local 지역의, 현지의 resident 거주자[주민]

구문 해설

[3행] The work [done on these vacations] depends on the 

destination.

▶ [ ]는 The work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주어가 단수형인 The work이므로, 단수 동사 depends를 씀

[4행] Some volunteers perform environmental work such 

as replanting forests, while others help construct homes, 

schools, or hospitals.

▶ 「some ~, others ... 」  ‘(여럿 중) 일부는 ~, 또 다른 일부는 …’

[10행] …, they get to do things [that are rarely offered on 

traditional vacations ... local residents].

▶ [ ]는 선행사인 thing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9│관계사 

A
1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녀는 패션 업계에서 일해 왔다.

 → 나에게는 패션 업계에서 일해 온 친구가 한 명 있다.

2 당신이 이메일로 제게 연락했던 분이신가요? 

3 나는 해외에서 원두를 들여오는 카페에 들렀다. 

4 네 배낭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이다. 

5 그는 사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직원이다.  

6 청바지를 입은 소년은 내 남동생 저스틴이다. 

7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해 온 작가이다. 

1 what 2 that 3 which 4 whose 5 whom

Check Up

해석

1 나는 그녀가 강의에서 말한 것의 대부분을 적어두었다. 

2 그녀는 내게 자신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보여주었다.  

3 맨해튼으로 가는 급행버스는 오늘 운행하지 않는다. 

4 제임스는 기말고사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이다.  

5 자크와 한때 같이 일했던 감독이 어제 그에게 전화했다.

해설

1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2  사물인 선행사 the old townhouse를 수식하며 관계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사로는 that이 적절하다. 

3  사물인 선행사 The express bus를 수식하며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

을 하는 관계사로는 which가 적절하다. 

4  선행사 the student가 관계사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므로, whose가 

적절하다.

5  「전치사+관계대명사」의 어순으로 쓸 때 전치사 뒤에는 who가 올 수 

없으므로, whom이 적절하다.

B
8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루벤은 그날 처음 도착했다. 

 → 나는 루벤이 처음 도착한 그 날을 기억했다. 

9 2002년은 월드컵이 이 나라에서 개최된 해였다. 

10   그 정치인은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그에 관해 말한 방식이 맘에 들지 않

았다. 

11  이곳은 내가 수영하러 오기 정말 좋아하는 장소이다. 

12  하워드는 내게 그가 왜 집을 떠났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C
13   나는 내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14   아버지는 내 실수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다행이

었다.

D
15  이 온라인 게임에서, 당신은 되고 싶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16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바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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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2 whoever 3 where 4 why 5 which

Check Up

해석

1 나는 우리가 함께였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2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회에 초대할 수 있다.  

3 많은 관광객이 대통령이 태어난 도시를 방문한다. 

4 집단 괴롭힘은 여자아이들이 그 학교를 그만두는 가장 흔한 이유였다. 

5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둘의 일정에 맞았다.   

해설

1  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선행사 the time이 생락된 형태로,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2  invit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의미의 복합관계사 whoever가 적절하다.

3  선행사가 장소인 the town이고 관계사절에서 부사 역할을 하므로, 

where가 적절하다.

4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the most common reason이고 관계사

절에서 부사 역할을 하므로, why가 적절하다.

5  앞 절 전체에 대한 부연설명이 이어지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 which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which 2 why 3 whatever 4 whom 5 what  

6 whose 7 which
B  1  2 with whom 3 which 또는 that 4  5  6   

7 where
C ②

A
해석

1 이곳은 내 여자친구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2 레베카는 왜 제임스가 자신에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몰랐다. 

3  나는 손님들이 네가 오늘 밤에 요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겨 먹을 거

라고 확신해.  

4 나는 전화 통화를 한 여성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5  학생들은 점차 나아졌고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전반적으로 만족해했

다. 

6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는 특정 효소를 발견했다.   

7  화석 연료를 태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해설

1  the office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관계사

는 which이다. 관계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

2  이유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된 형태로, 관계

부사 why가 적절하다.

3  e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의미의 복합관계사 whatever가 적절하다.

4  「전치사+관계대명사」의 어순으로 쓸 때 전치사 뒤에는 who가 올 수 

없으므로, whom이 적절하다.   

5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하

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6  선행사 a specific enzyme이 관계사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므로, 

whose가 적절하다.

7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

므로, which가 적절하다.

B
해석

1 그 하원의원은 그가 가는 곳마다 경호를 받아야 한다. 

2 앨리스는 자신과 관심거리를 공유한 친구들 몇 명을 찾았다. 

3 나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새 카메라를 사고 싶다. 

4 그해는 유럽 정착민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땅에 온 해였다.  

5 경찰은 탈옥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는 무장했다고 한다.  

6  이러한 기술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변

화시킬 수 있다. 

7  물봉선화는 보통 그늘에서 자라는데, 그곳은 햇빛이 충분치 않아 그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해설

1  ‘(~한 곳) 어디에나’의 의미로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사 wherever
가 쓰인 것은 맞다. 

2  「share A with B」는 ‘A를 B와 나누다[공유하다]’의 의미인데, 여기서

는 전치사 with가 관계사절에서 빠져 있으므로, with whom으로 고쳐

야 한다.   

3  사물인 선행사 a new camera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

므로, which 또는 that으로 고쳐야 한다. 

4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the year이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n이 쓰인 것은 맞다.

5  선행사인 an escaped prisoner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므로, who가 쓰인 것은 맞다. 

6  that은 관계부사 how를 대신해서 쓸 수 있으므로, the way that이 쓰

인 것은 맞다.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7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인 the shade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가 와야 하므로, where로 고쳐야 한다.

C 
해설 

②  선행사 the digestive system이 장소를 나타내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로 고쳐야 한다. 

①  진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to부정사인 to absorb가 쓰인 것은 맞

다. 앞에 나온 it은 가목적어, for the body는 to absorb의 의미상 주

어이다.

③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을 이끄는 why가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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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젖당을 소화할 때, 신체는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락타아제라는 물질을 사용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체가 락토오스를 혈액 속으로 흡수시키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든다. 유당불내증(젖당 분해 효소 결손으로 인한 질환)이 있는 사

람들은 락타아제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해 락토오스가 박테리아에 의해 분

해되는 소화 기관에 남아있게 되어, 이로 인해 여러 가스가 생겨나기 시작한

다. 유당불내증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는 신체가 왜 충분한 락타아제를 만

들지 못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성인이 되어 발생한 유당불내증은 유전적인 

것이고 보통 평생 지속되지만, 유년기에 발생하면 일시적이고 흔히 소화 기

관 내 감염으로 유발된 것이다.

어휘 digest 소화하다[소화시키다] (a. digestive 소화의) substance 물질  

break down 고장나다; *분해하다 absorb 흡수하다 intolerance 참을 수 없음;  

*과민증, 알레르기 production 생산; *생성[분비]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permanent 영구[영속]적인 adulthood 성인, 성년 genetic 유전의, 유전학의 

lifelong 평생 동안의, 일생의 childhood 어린 시절 short- lived  

오래가지 못하는, 단명하는 infection 감염

구문 해설

[1행] [When digesting lactose], the body uses a substance 

[called lactase] to break it down.

▶  첫 번째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 두 번째 [ ]는 a substan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it은 앞에 나온 lactose를 가리킴  

[2행] Those [with lactose intolerance] don’t create enough 

lactase, so lactose remains in the digestive system where it is 

broken down by bacteria, [starting the production of various 

gases].

▶  주어 Those가 전치사구인 첫 번째 [ ]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복수 동

사 don’t create가 쓰였다.

▶ 두 번째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4행] [Whether lactose intolerance is temporary or permanent] 
depends on why the body does not make enough lactase.

▶ [ ]는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로 쓰임

적중 실전 예제 

047 ③ 048 ⑤ 049 ③ 050 ⑤

047│③

해설

③  another job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that으로 고쳐야 한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다.  

①  I가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므로, 수동태 was offered가 쓰인 것은 맞

다. 

②  「타동사+부사」로 이루어진 2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

사+대명사+부사」의 어순만 가능하므로, turn it down은 맞다. 

④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spend+시간+(in)+v- ing」  

구문이므로, look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ot을 써서 나타내므로, not taking이 쓰

인 것은 맞다.

해석

좋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 한 사례가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바로 

일자리를 제의받았다. 그것이 내게 아주 잘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그 기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그것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보다 더 내게 잘 맞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다. 유감스럽게도, 경제는 이내 빠르게 악화되었고, 나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느라 수개월을 보냈다. 나는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

했고, 그 일자리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당시에 가

진 모든 정보에 근거해 좋은 결정을 내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어휘 outcome 결과, 성과 turn down ~을 거절[거부]하다 match 경기;  

*아주 잘 어울리는 것[사람] kick oneself 자책하다 appealing 매력적인, 흥미를 

끄는 in the short run 단기적으로

구문 해설

[1행]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od decisions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9행] I kicked myself for not taking that position, [which started 

to look more and more appealing].

▶  [ ]는 선행사인 that position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

계대명사절 

▶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

[10행] I had made a good decision, based upon all the 

information [(that) I had at the time], ….
▶  [ ]는 선행사인 all the informati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048│⑤

해설

(A)   「the+최상급+of ~」는 ‘~ 중에서 가장 …한’이라는 의미의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구문이므로, busiest가 적절하다.

(B)   주절의 주어 many stores에서 ‘그들’의 제품을 할인해서 제공한다는 

내용이므로, 소유격 복수 대명사 their가 적절하다.

(C)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days를 수식하고 관계사절에서 부사의 역

할을 하는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해석

미국에서는, 검은 금요일로 알려진 추수감사절 다음날이 보통 일 년 중 가장 

분주한 쇼핑하는 날이다. 그날이 선물을 주는 시즌의 시작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상점들은 이미 오전 5시면 문을 열고, 그들 제품을 많이 할인

해 준다. 그 명칭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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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그 연말연시를 전후로 하여 대개 상점들이 이윤을 남기기 시작한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회계사들이 손으로 기록하던 시절에, 그들은 

손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빨간 잉크를, 이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검은 잉

크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적자’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돈을 잃고 있다는 것

을 의미했던 반면, ‘흑자’ 상태에 있는 상점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어휘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provide 제공

하다, 주다 discount 할인 date back to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refer to  

~을 나타내다[~와 관련 있다] profit 이익, 이윤, 수익 accountant 회계사

keep records 기록하다 loss 손실[손해], 손실액

구문 해설 

[6행] …, and many people claim it refers to the fact [that stores 

often begin to make a profit around the holiday season].

▶ [ ]는 the fact와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절

[10행] Therefore, [to be “in the red”] meant [(that) you were 

losing money], ….
▶ 첫 번째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

▶ 두 번째 [ ]는 mean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됨

049│③ 

해설

(A)   avoid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using과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되었으

므로, consuming이 적절하다.

(B)   선행사인 plant-based foods가 관계사절 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

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C)   「be familiar with」는 ‘~에 익숙하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전치사  

with가 관계사절에서 빠져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쓴 

with which가 적절하다.

해석

동물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피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완전 채

식주의자로 알려졌다. 채식주의자들처럼, 완전 채식주의자들도 고기를 먹

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유제품, 달걀 및 모피, 가죽, 또는 양모로 만

들어진 제품들도 피한다. 그것은 어렵게 들리지만,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떤 사람들은 콩같이 맛이 고기와 

비슷한 식물을 재료로 한 식품으로 시작하여 완전 채식주의자 식단을 천천

히 채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식단에서 동물성 제품을 빼고 그것들

을 그들이 익숙한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한다. 당신이 어떻게 전환을 하든 간

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맛있는 식품들이 완전 채식주의자 식단으로 적합한

지를 발견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어휘 avoid 피하다 consume 소비하다 vegan 완전(한) 채식주의자

vegetarian 채식주의자 dairy product 유제품 be made from ~으로 만들어

지다 fur 모피 leather 가죽 wool 양모 adopt 입양하다; *채택하다 

diet 식단 resemble 닮다, 유사하다 bean 콩 remove 제거하다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however 어떤 방법[방식]으로 라도

transition 전이, 전환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구문 해설

[1행] A person [who chooses to avoid using or consuming 

animal products] is known as a vegan.

▶  A person은 관계사절인 [ ]의 수식을 받는 단수 명사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6행] Some people adopt a vegan diet slowly, [beginning with 

plant-based foods whose taste resembles meat, such as 

beans].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12행] ..., you’ll be surprised to find [how many delicious foods 

are suitable for a vegan diet].
▶ to find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

050│⑤

해설

⑤  선행사 the bay가 장소를 나타내며,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

로, 관계부사 where 또는 「전치사+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고쳐

야 한다.

①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2007이며, 이를 부연 설명하는 절을 이끌고 있

으므로, 관계부사 when이 쓰인 것은 맞다.

②  try의 목적어로 쓰인 to invade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으므로, 

(to) attack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protect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선행사인 pearls를 수식하며,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베트남의 할롱 베이는 2007년 이후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곳

은 ‘새’ 7대 자연경관 중 하나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칭

의 기원을 아는 것은 아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에 외국의 침략자들이 

베트남에 쳐들어와 베트남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그

들을 보호하기 위해 Mother Dragon과 새끼용들을 보냈다. 그 용들은 돌

섬들로 변한 진주를 내뱉어서, 공격을 막고 적함들을 박살 냈다. Mother 

Dragon의 도움을 기리기 위해, 그 용이 내려온 만이 ‘Ha Long’으로 명명

되었는데, 이것은 ‘내려가는 용’이라는 뜻의 고대 베트남어이다.

어휘 wonder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 origin 기원, 근원 legend 전설

aggressor 공격[침략]을 한 사람[국가] invade 침입[침략]하다, 쳐들어가다[오

다] Vietnamese 베트남의, 베트남 사람[말]의 spit out 내뱉다 pearl 진주 

block 막다, 차단하다 smash 박살 내다 enemy 적, 적군 honor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bay 만 ancient 고대의 descend 내려가다[오다]

구문 해설

[8행] The dragons spat out pearls that changed into stone 

islands, [blocking the attack and smashing the enemy ship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47 17. 10. 11.   오후 2:53



48•수능만만 기본 

[10행] …, the bay where she came down was named “Ha Long,” 

[which is ancient Vietnamese for “descending dragon].”

▶  [ ]는 선행사인 “Ha Long”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절

수능 필수 어휘 형태가 비슷한 어휘 5
1 assume 2 consume 3 attribute 4 contribute  

11 progress 12 process 13 Raise 14 rise  

해석

1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빨리 추정하지 마라. 

2 요즘 많은 학생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에너지음료를 마신다. 

3 내과 의사들은 많은 질병을 흡연의 결과로 본다. 

4 그는 팀 프로젝트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5 그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했다. 

6  그녀는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틀렸음

을 입증했다. 

7 이 정보는 그 자료로부터 추론되지 않는다.

8 내 친구는 나를 좋은 의사라고 나타냈다.

9 그녀는 자는 아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10  우리 형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11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12  당신은 신입 직원의 채용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13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14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15  당신이 그곳에 가기 위해선 지하철을 갈아타야 한다. 

16  그 이야기에서, 마법사는 소녀를 괴물로 변하게 했다. 

17  그 기술은 데이터가 휴대폰으로 전송될 수 있게 해준다.

어휘 Practice
A  1 banished 2 emerge 3 calculate 4 eliminate  

5 process 

B 1 × 2 × 3  4  5  

C (A) exploration (B) reflect (C) inspect

A
해석 

1 왕은 그 도적을 멀리 떨어진 섬으로 추방했다.  

2 무서운 생명체가 숲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3 새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이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돕는다. 

4 그 심사위원은 그 참가자를 경연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5  음식물은 입안에서 더 작아지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 소화 과정에 도움

이 된다.

B
해석

1 국왕의(→ 충실한) 친구라면 네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 부모님은 매달 자선단체에 돈을 결과로 보신다(→ 기부하신다). 

3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

4 그 황무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5  세자리아 에보라는 1941년에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

C
해설

(A)   문맥상 우주 ‘탐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exploration이 적절하다. explosion ‘폭발; 폭파’ 

(B)   미세 입자들이 태양광 돛의 표면에서 ‘반사될’ 때 그 운동량의 일부가 돛

에 전달된다는 내용이므로, reflect가 적절하다. reject ‘거부[거절]하

다’ 

(C)   다른 궤도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제작된 인공위성에 라이트세일-1을 

부착한다는 의미이므로, inspect가 적절하다. infect ‘감염시키다’

해석

전통적으로, 우주선은 동력을 얻기 위해 전기나 화학 연료에 의존해 왔다. 

우주 탐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인 행성 협회는 대체 가능한 방법을 연구

하고 있다. 그들은 움직이기 위해 태양광에서 나온 압력을 대신 사용하는 작

고 경량의 우주 비행체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라

이트세일-1’이라고 불리는 우주선은 반짝거리는 ‘태양광 돛’을 달게 될 것

이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할까? 빛은 운동량을 지닌 광자라고 불리는 미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입자들이 태양광 돛의 표면에 반사될 때, 그 운

동량의 일부가 돛에 전달되어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가속이 붙게 된다. 

행성 협회는 다른 궤도 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인공위성에 

라이트세일-1을 부착해서 2016년에 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다.

어휘 spacecraft 우주선 rely on ~에 의지[의존]하다 electricity 전기, 전력 

exploration 탐사, 탐험 advance 진전, 발전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대안

이 되는 method 방법 launch 시작하다; *발사하다 lightweight 가벼운[경량

의] pressure 압박, 압력 solar 태양의; 태양열을 이용한 radiation 방사선; 

복사 에너지 sail *돛; 항해 particle (아주 작은) 입자, 조각 momentum  

탄력, 가속도; *(물리) 운동량 reflect 비추다; *(빛 등을) 반사하다 gradual 점진적

인, 서서히 일어나는 continuous 계속되는, 지속적인 acceleration 가속, 가속

도 orbit 궤도 (a. orbital 궤도의)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 satellite (인공) 

위성, 위성 (장치) 

구문 해설

[1행] The Planetary Society,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advances in space exploration}], is working on an alternative 

method.

▶ The Planetary Society와 [ ]는 동격 관계

▶ { }는 선행사인 an organiz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6행] …, some of their momentum is passed to the sail, 
[producing gradual but continuous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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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7행] The Planetary Society plans to send LightSail-1 into 

orbit in 2016 by attaching it to a satellite [built to inspect other 

orbital devices].

▶ 「by v-ing」  ‘~함으로써’

▶ it은 앞에 나온 LightSail-1을 가리키는 대명사     

▶ [ ]는 a satellit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0│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

A
1 이것이 주된 이유이다. 

2 술 취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3 그는 살아있다.  

4 나는 아기가 잠드는 것을 보았다. 

5 젊은이들의 70퍼센트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  

6 인생에서, 너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다.  

7 그 사랑스러운 가수는 대중의 관심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꼈다. 

8 그것은 치명적이고 대가가 큰 실수였다. 

9 네가 캥거루만큼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0  너는 최근에 내 수업에 계속 지각하고 있어.

1 alike 2 living 3 the beautiful, the ugly 4 hardly  

5 nearly 6 the elderly

Check Up

해석

1 그 두 형제는 전혀 닮지 않았다.

2 그는 어떤 생명체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다.   

3 너는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4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정답을 거의 맞히지 못했다. 

5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설

1  동사 look 뒤에 쓰여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alike가 적절하다. 

like는 형용사로 쓰일 경우 ‘비슷한’의 의미로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2  명사 creatures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living이 적절하다. 

alive는 보어로만 쓰인다.

3  「the+형용사」는 추상명사를 나타내므로, ‘아름다움, 선’의 의미의 the 

beautiful과 ‘추함’의 의미의 the ugly가 적절하다. 

4  ‘거의 ~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 hardly가 적절하다. 

hard는 형용사로 ‘어려운’, 부사로 ‘열심히’의 의미이다.

5  형용사 impossible을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거의’라는 의미의 

부사 nearly가 적절하다. 

6  「the+형용사」는 ‘~ 한 [인] 사람들’을 나타내므로, the elderly가 적

절하다.

B
11  그 물은 얼음만큼 차가웠다. 

12  겁먹은 어린 소년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다. 

13  그녀는 나보다 두 배 더 나이가 많다. 

14  은은 금보다 덜 비싸다. 

15  그 드레스는 화려하기보다는 캐주얼하다.  

16  작년에 11월이 12월보다 더 추웠다. 

17  조명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방은 더욱더 밝아진다.  

18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19  그 호수는 여기서 3킬로미터도 채 안 된다. 

20  좋은 카메라는 500달러씩이나 들 것이다. 

21  우리 누나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22  그것은 내가 지금껏 본 조각상 중 가장 크다. 

23  어떤 돌도 다이아몬드만큼 귀하지 않다.  

24  어떤 영화도 이것보다 더 무섭지 않다. 

25  너는 내가 아는 그 어떤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26  나는 우리 반에서 다른 모든 학생보다 키가 더 크다. 

1 more 2 funniest 3 long 4 colder 5 louder 6 more

Check Up

해석

1 이 케이크는 네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2 그녀는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재미있다. 

3 우리 이웃들은 우리만큼 이곳에 오래 살지 않았다. 

4 우리가 산에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더 추워진다. 

5 그 팬들은 영화배우가 다가오자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6  인생에서 어떤 결정도 누구와 평생 함께 할지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는 않다. 

해설

1  뒤에 ‘~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han이 있고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far가 있으므로, 비교급 more가 적절하다.

2  뒷부분의 that I have ever met으로 보아 ‘가장 재미있는’의 최상급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funniest가 적절하다. 

3  ‘A만큼 ~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as+원급+as A」  구문이므로, long
이 적절하다. 

4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he+비교급 ~, 

the+비교급 ... 」  구문이므로, 비교급 colder가 적절하다. 

5  ‘점점 더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급+and+비교급」 구문

이므로, louder가 적절하다. 

6  ‘어떤 A도 B보다 ~하지 않은’의 의미를 나타내는 「No A+비교급

+than B」  구문이므로, 비교급 more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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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Practice
A  1 big 2 lonely 3 much 4 late 5 less 6 mostly  

7 hardest
B  1  2 hardly 3  4 cleaner 5  6  7 the more
C ②

A 
해석

1 그들의 차고는 우리 것보다 세 배 더 크다. 

2 그 소녀는 친구가 거의 없는 외로운 아이였다. 

3 그 운동선수는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열정적이다. 

4 나는 최근에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있다. 

5 그들은 스튜디오에서 8곡씩이나 녹음을 했다.  

6 일기 예보에서 남은 하루 동안은 주로 맑을 것이라고 했다. 

7 치아는 몸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로 덮여 있다.

해설

1  ‘A보다 ~배 더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배수사+as+원급+as 

A」  구문이 쓰인 것이므로, big이 적절하다.   

2  명사 child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lonely가 적절하다. alone은 보

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이다.

3  ‘A라기 보다는 B’의 의미를 나타내는 「not so much A as B」  구문이 

쓰인 것이므로, much가 적절하다. 

4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와야 하므로, late가 적절하다. lately는 ‘최근

에’의 의미의 부사이다.  

5  ‘A만큼이나, A씩이나 많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no less than A」  구

문이 쓰인 것이므로, less가 적절하다. 

6  ‘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와야 하므로, mostly가 적절하다. most는 형

용사로 ‘대부분의’, 부사로 ‘가장’의 의미이다.  

7  문맥상 ‘몸에서 발견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의 의미이며 앞에 the가 쓰

인 것으로 보아 최상급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ardest가 적절하다.

B
해석

1 날씨가 요즘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2 밖이 이미 어두워져서, 나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3 당신이 실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4 이곳은 건물 안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깨끗하다. 

5 몇몇 단체들은 실업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6 네가 혼자서 그 나라를 여행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터무니없다.

7  이 박테리아가 새로운 영양원을 더 자주 얻을수록, 그것들은 더 많은 산 

성분을 만들어 낸다. 

해설 

1  ‘점점 더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급+and+비교급」 구문

이므로, worse and worse가 쓰인 것은 맞다. 

2  ‘거의 ~아니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ardly로 고쳐야 한다. hard
는 형용사로 ‘어려운’, 부사로 ‘열심히’의 의미이다.

3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 ashamed가 쓰인 것은 맞다.

4  ‘다른 어떤 ~보다도 더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급+than 

any other+단수 명사」 구문이므로, 최상급 the cleanest를 비교급 

cleaner로 고쳐야 한다. 

5  「the+형용사」는 ‘~ 한[인] 사람들’을 나타내므로, the unemployed
가 적절하다.   

6  ‘단순한’의 의미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mere가 쓰인 것은 맞

다.  

7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he+비교급 ~, 

the+비교급 ... 」  구문이므로, 최상급 the most를 비교급 the more
로 고쳐야 한다. 

C
해설 

②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much, 

still, a lot 등으로 고쳐야 한다. very는 원급을 수식한다. 

①  일일 총 칼로리의 30%‘도 채 안 되는’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no 

more tha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A만큼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as+원급+as A」  구문이므로, 

as filling a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공중 보건 기구는 일일 총 칼로리의 30% 미만으로 지방 섭취를 제한할 것

을 권고한다. 저지방 음식은 섭취되는 칼로리의 양을 줄이도록 돕는 것으로 

여겨지며, 어떤 면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저지방 우유에는 (지방을 빼지 않

은) 전유보다 훨씬 더 적은 칼로리가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

은 저지방 제품의 섭취가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 섭취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 함유량을 낮춘 제품

은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제품만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몇몇 사람들은 결국 공복감을 해소하려고 더 먹거나 마실지도 모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어휘 limit 제한하다 intake 섭취(량) low- fat 저지방의 reduce 줄이다

[축소하다]; 낮추다 (n. reduction 축소, 감소) consume 소모하다; *먹다, 마시다 

contain 들어[함유되어] 있다 whole 전체의, 온전한 evidence 증거  

in general 보통, 대개 fill 채우다; *배부르게 하다[만족시키다]

구문 해설

[3행] But some scientists claim there is very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consumption of low-fat products in 

general leads to a reduction in total calorie intake].

▶ to support는 evide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the idea와 [ ]는 동격 관계

[5행] It is said [that reduced-fat products may not be as filling 

as full- fat products, {which means some people may end up 
eating or drinking more to stop the feeling of hunger}].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end up v- ing」  ‘결국 ~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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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top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적중 실전 예제 

051 ④ 052 ② 053 ⑤ 054 ⑤

051│④

해설

(A)   부사구 To the north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으로 

주어가 Namibia, Botswana and Zimbabwe이므로, ‘놓여 있다’의 

의미의 자동사 lie가 적절하다. lay는 ‘놓다[두다]’의 의미의 타동사이다.

(B)   형용사 recognized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officially가 적

절하다.  

(C)   명사구 various ethnic groups와 수식하는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speaking이 적절하다.  

해석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따라 2,798km의 해안선을 가진, 

아프리카 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다. 북쪽으로는 나미비아, 보츠와나, 

그리고 짐바브웨가 있고, 동쪽으로는 모잠비크와 스와질란드가 있다. 이 나

라는 언어의 다양성으로 잘 알려졌다. 11개 언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영어가 공식적이고 상업적인 공무에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이지만, 가정에

서는 겨우 다섯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다. 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

의 79.5%가 흑인이긴 하지만, 국민은 각기 다른 반투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인종 집단 출신이다.

어휘 tip 끝, 끝 부분 coastline 해안 지대; *해안선 diversity 다양성

recognize 알아보다; *인정[공인]받다 commercial 상업의 ethnic 민족 

[종족]의 Bantu (아프리카 남부 ·중부의) 반투 족

구문 해설 

[1행]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is a country [located at the 

southern tip of Africa], ….
▶ [ ]는 a countr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052│② 

해설 

②  ‘A만큼 ~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은 「as+원급+as A」이므로, 비교

급 higher를 원급 high로 고쳐야 한다. 

①  ‘다른 어떤 ~보다도 더 ···한’의 의미인 「비교급+than any other+단

수 명사」 구문이 쓰인 것이므로 bigger than any other는 적절하다. 

③  명사 passengers와 수식하는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look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④  부모들이 즐겁게 보내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ile이 쓰인 것은 맞다. 

⑤ 주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로 spending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인 ‘바다의 오아시스’ 호는 승객 6,000명, 승무원 

2,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다. 무게가 225,000톤으로, 다른 어떤 유람선보

다 40% 더 크다. 그것은 또한 20층짜리 건물만큼 높다. 그것은 어떤 신체 

활동을 찾는 승객들을 위한 골프장과 아이스링크뿐만 아니라, 극장과 20개 

이상의 식당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부모들이 즐겁게 보내는 동안 아이들

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도 있다. 비록 유람선 여행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는 

하지만, 휴가를 그렇게 멋진 배에서 보내는 것은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어휘 cruise ship 유람선 passenger 승객 crew 승무원 story 이야기; 

*(건물의) 층 physical 육체[신체]의 nursery 아이들 놀이방 leave 떠나다;  

*맡기다 enjoy oneself 즐기다, 즐겁게 보내다 cost 비용 memorable 기억

할 만한 

구문 해설 

[5행] It includes [a theater and more than 20 restaurants], as 
well as [a golf course and an ice rink for passengers looking 

for some physical activity]. 

▶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2개의 [ ]는 각

각 B, A에 해당함 

[8행] There are even nurseries [where parents can leave their 

kids while they enjoy themselves]. 

▶ [ ]는 선행사인 nurseri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053│⑤

해설

(A)   문맥상 ‘거의’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 nearly가 적절하다. near
는 형용사로 ‘가까운’, 부사로는 ‘(시간 ·거리상으로) 가까이’의 의미이다.

(B)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carbon이 왔으므로, much와 함께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C)   「부분 표현+of+명사」 형태의 주어가 쓰이면 동사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일치시키므로, 복수 동사 have가 적절하다.

해석

계절따라 또는 연중 내내 물로 뒤덮인 습지대는 자연 환경에 필수적이다. 습

지대는 100,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주요 상수도원이다. 또한, 습지대는 쌀의 주요 재배 지역인데, 쌀

은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있어 중요한 식량원이다. 게다가, 습지대는 세계의 

모든 삼림이 합쳐진 것의 두 배 만큼이나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

후 변화를 늦추도록 돕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지역들은 빠르게 사라지

고 있다. 실제로 1900년 이후로, 세계 습지대의 64%가 사라졌다고 보고되

었다. 

어휘 wetland 습지(대) seasonally 계절따라; 정기적으로 year round 연

중 계속되는 vital 필수적인 in addition to ~에 더하여, ~일 뿐 아니라 major 

주요한, 중대한 source 원천, 근원 water supply 상수도 population 인구, 

(모든) 주민 slow 속도[활동]를 줄이다[둔화시키다] climate 기후 store 저장

[보관]하다 disappear 사라지다[없어지다] planet 행성;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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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1행] Wetlands, [which are covered with water either 

seasonally or year round], are vital to the environment. 
▶  [ ]는 선행사 Wetlands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됨

[8행] Furthermore, wetlands help slow climate change by 

storing twice as much carbon as all the forests in the world 

combined.

▶ help는 목적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 「배수사+as+원급+as A」  ‘A보다 ~배 더 …한[하게]’  

[11행] In f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since 1900, 64% of the 

planet’s wetlands have been lost].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부터, ~ 이후’의 의미의 since는 현재완료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를 

나타냄

054│⑤ 

해설 

⑤  앞에 the more green lights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하면 할수록, 더

욱더 …하다’란 의미의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 되어

야 하므로, the healthier로 고쳐야 한다.

①  if절의 주어 the food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으므로, 단수 

동사 has가 쓰인 것은 맞다.

②  빨간색 불이 ‘발견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are found가 쓰인 것은 맞다.

③  문맥상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의 「try to-v」가 쓰이는 것이 적절

하므로, to keep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셀 수 있는 명사 red-light foods가 쓰였으므로, a few와 함께 쓰이는 

것이 맞다. 

해석 

점점 더 많은 수의 유럽 슈퍼마켓들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

기 위해 교통 신호등 색깔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제품에 있는 라벨을 봄

으로써, 당신이 사려고 하는 식품에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신이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지방, 설탕, 

또는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에는 빨간색 불이 보여진다. 그래서 만일 당신의 

쇼핑 카트의 대부분의 봉지에서 빨간색 불이 보이면,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빨간색 불이 표시된 몇 개 식품은 괜

찮지만, 너무 많으면 당신의 건강에 나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당신의 쇼핑 카트에 초록색 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식단은 더 건강하

다. 

어휘 traffic light (교통) 신호등 consumer 소비자 label 라벨[상표] tell 
말하다; *(정확히) 알다, 판단하다 ingredient 재료[성분] balanced 균형 잡힌

cart 카트, 손수레 keep an eye on ~을 계속 지켜보다; 감시하다 

구문 해설 

[1행] A growing number of European supermarkets are using 

the colors of traffic lights to help consumers make healthy 

choices. 

▶ 「a number of+복수 명사」 ‘많은 수의 ~’ 

▶ to help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4행] …, you can easily tell [if the food {(which/that) you are 

thinking about buying} has healthy ingredients], [helping you 

create a balanced diet]. 
▶ 첫 번째 [ ]는 tel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 }는 선행사인 the food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

계대명사가 생략됨 

▶ 두 번째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9행] …, you’ll know [(that) you should try to keep an eye on 

{what you’re eating}]. 

▶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임

수능 필수 어휘 파생어 1
3 confident 4 confidential 9 momentary 10 momentous  
11 potential 12 potent 13 successful 14 successive 

해석

1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이로울 수 있다.  

2 그의 고모할머니는 그의 도서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다.  

3 그는 자신감 있게 입사 면접에서 나왔다. 

4 당신은 회사 기밀이 들어있는 서류들을 삭제해야 한다. 

5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6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무관심했다. 

7 매킨리 산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8 그는 지난 20년 동안 매우 존경받는 교사였다.  

9 이야기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10  교황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중대한 때였다.  

11  그 회사는 약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들을 밝히지 않았다. 

12  석유에 대한 통제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13  그녀는 사업에서 장기간 성공적인 경력을 지녔다. 

14  그 지역에 2년 연속 가뭄이 들었다. 

어휘 Practice
A  1 considerate 2 potential 3 participant 4 sensational 

5 forgetful 
B 1  2 × 3 × 4 × 5  

C (A) characteristic (B) visible (C) applications

A
해석 

1 도서관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2 그 마케팅 조사는 얼마나 많은 잠재적 고객이 있는지 보여준다.

3  모든 참가자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5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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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십성 잡지에 실린 그 선정적인 기사들을 믿지 

않는다. 

5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신의 뇌를 수축시켜 잘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

다. 

B
해석

1 나는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고 믿는다.  

2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면한(→ 산업의) 폐기물이다.  

3  일부 정신 건강상의 문제는 미디어 폭력에의 설명(→ 노출)과 연관되어 

있다. 

4  그는 소도시로 온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여전히 비밀로(→ 확신) 했

다. 

5  이 연구는 공원에서의 기분 좋은 산책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는 아이

들에게 이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C 
해설

(A)   방해석 결정체가 가진 특수한 ‘특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characteristic이 적절하다. character ‘성격; 등장인물’ 

(B)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조건이 특정 각도에서 ‘가시(눈에 보이는)’광선 

아래여야 하므로, visible이 적절하다. visual ‘시각의, (눈으로) 보는’

(C)   방해석 사용에 있어서의 발전이 은폐 기술의 ‘응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applications가 적절하다. applicant ‘지원자’ 

해석

연구원들은 최근 방해석이라고 불리는, 조개껍질에서 흔히 발견되는 결정

체로 이루어진 재료로 은폐 장치를 개발했다. 방해석 결정체는 투명하고, 광

파를 분리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특수한 시각적 특징을 지

닌다. 이것을 안 MIT 연구진은 아래쪽에 특수하게 ‘보이지 않는’ 구역을 만

들어 낸 방식으로 두 개의 프리즘 모양의 방해석 결정체를 결합하는 실험을 

했다. 이 구역에 놓인 물체는 가시광선 아래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는 방해석 결정체의 크기에 제한을 받아 작은 물체만이 

이런 방식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될 수 있다. 방해석의 이러한 사용의 발전은 

미래에 은폐 기술의 응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휘 cloak (~으로) 가리다[숨기다]; 은폐하다 device 장치[기구] seashell  
조개껍질 crystal *결정체; 수정 optical 시각적인 separate 분리하다, 나누다 

light wave (광학) 광파 path 길[방향]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experiment 실험 prism 프리즘; 각기둥 invisible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 visible) object 물건, 물체 vanish 사라지다 angle 각도, 각

currently 현재, 지금 advance 진전, 발전 broaden 넓어지다, 퍼지다

구문 해설

[1행] Researchers have recently developed a cloaking device 

from a crystalized material [commonly found in seashells] 

[called calcite].

▶ 두 개의 [ ]는 모두 a crystalized material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2행] Calcite crystals are clear and have a special optical 

characteristic [that separates light waves, {sending them 

along differing paths}].  

▶  [ ]는 선행사인 a special optical characteristic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them은 앞에 나온 light waves를 가리킴 

[3행] [Understanding this], MIT researchers conducted an 

experiment [where they combined two prism-shaped calcite 

crystals in such a way {that created a special ‘invisible’ area 

below}].

▶ 첫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n experiment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 { }는 선행사인 a wa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1│접속사와 전치사

A
1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2 나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cf  ) 사람들은 그들이 시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3 론은 내가 그의 남동생을 봤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4  내가 당신에게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진행하세요. 

5 그는 어떤 사고에 휘말려서 나타날 수 없었다. 

6 날씨가 계속 맑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있다.    

7 조금 춥지만, 그는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싶어 한다. 

8 나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낮잠을 잤다. 

9 에릭은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쉽게 통과했다.  

10  로봇은 미래 사회에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11   우리는 햄버거 식당에 들어가거나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다.  

12  어젯밤에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되지 않았다. 

13  스완 씨는 우리 둘에게 훌륭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기도 했다.

1 even if 2 sick 3 After 4 that 5 whether 6 as long as

Check Up

해석

1 규칙들이 불공평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2 편찮으셨지만, 아버지는 평소대로 출근하셨다. 

3 결혼을 하고 나서, 그는 요리 수업을 들을 것을 권장 받았다.

4 그들은 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5 이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적일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  

6 그녀는 그녀가 살아있는 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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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비록) ~일지라도, ~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even 

if가 적절하다.  

2  양보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

의 「주어+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sick이 적절하다.  

3 문맥상 ‘~한 후[뒤]에’라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After가 적절하다.  

4  the conclusion과 동격 관계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

로, that이 적절하다.  

5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know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whether가 적절하다. 

6  문맥상 ‘~하는[인] 한’이라는 조건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as long as가 적절하다.

B
14  나는 그 셔츠들이 너무 작아서 입을 수 없었다. 

15  나는 작은 사이즈 때문에 그 셔츠들을 입을 수 없었다. 

16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휴가철을 즐기는 동안 우울해 한다.  

17  어떤 사람들이 휴가철 동안 우울해 한다. 

18  그가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19  그의 여러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20  그들은 그들의 의견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종종 다퉜다. 

21  그는 카프리에서 보낸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다. 

1 during 2 as well as 3 nor 4 even though 5 but  

6 Due to

Check Up

해석

1 우리는 낮 동안 하이킹을 했고 밤에는 잠을 잤다.   

2 이 영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도 좋아한다. 

3 주지사와 국회의원들 다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4 그가 이 티셔츠를 두 번 세탁했음에도 그것은 여전히 더럽다. 

5 올림픽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6 악천후 때문에, 로켓 발사가 취소되었다.

해설

1 뒤에 명사 the day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2  문맥상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s well as가 적

절하다. 

3  앞에 Neither와 함께 쓰여 ‘A와 B 둘 다 아닌’의 의미를 나타내는 nor
가 적절하다. 

4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even though가 적절하다. 

5  앞에 not과 함께 쓰여 ‘A가 아니라 B’의 의미를 나타내는 but이 적절하

다.

6  뒤에 명사구 severe weather conditions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e to가 적절하다.

어법 Practice
A  1 that 2 unless 3 so 4 while 5 or 6 but  

7 whether
B  1  2  3 Although 또는 Even though 4  5 Because 

of 6  7 

C ②

A
해석

1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은 한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2 그 경기는 큰비가 내리지 않는 한 열릴 것이다. 

3 너무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샀다. 

4 그들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그들의 집을 임대하기로 정했다. 

5  당신은 대성당이나 정원 중 한 곳을 방문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둘 다는 

안 된다. 

6  나는 칼에게 그의 조언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지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7  동전의 양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같기 때문에 앞면을 보일지 뒷면을 보일

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해설

1  It은 가주어이므로, 진주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2 문맥상 ‘~하지 않는 한’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unless가 적절하다. 

3  문맥상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o+형용사+that... 」  

구문이므로, so가 적절하다.

4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5  앞에 either와 함께 쓰여 ‘A이거나 B’의 의미를 나타내는 or가 적절하

다.  

6  앞에 not only와 함께 쓰여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but 
(also)이 적절하다.  

7  문맥상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whether가 적절하다.

B
해석

1 그것은 너무 감동적인 영화여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2 긴장하면, 벨은 항상 큰 소리로 빨리 말했다. 

3  그의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지 못

했다.

4  수지는 자신이 그 일에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5 도시를 휩쓴 산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만 했다.   

6  새로 도입된 속도 제한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

다. 

7  우주선의 부품 대부분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다면 가장 잘 작동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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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such+a(n)+형용사+명사」

구문이므로, such a touching movie로 쓰인 것은 맞다.

2  시간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

의 「주어+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When nervous가 쓰인 것

은 맞다. 

3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Although나 Even though로 고쳐야 

한다.

4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decide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whether가 쓰인 것은 맞다.  

5  뒤에 명사구 the forests fires … town이 이어지므로, 전치사 

Because of로 고쳐야 한다. 

6  뒤에 명사구 the newly introduced speed limits가 이어지므로, 전

치사 owing to가 쓰인 것은 맞다. 

7  뒤에 nor와 함께 쓰여 ‘A와 B 둘 다 아닌’의 의미를 나타내는 neither
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②  뒤에 명사구 the fact that … not publicly known이 이어지므로 이

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due to나 because of로 고쳐야 한다. 

①  ‘~하도록’이라는 의미의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문맥상 앞뒤에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인 반면에’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while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법적인 용어로 ‘잊혀질 권리’는 본인에 관한 공개된 자료가 삭제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개인의 권리를 나타낸다. 사

람들은 보통 동영상, 사진, 또는 그들 자신에 관한 그 밖의 정보를 인터넷에

서 삭제시키기 위해 이 권리를 내세운다. 이것은 사생활권이 공개적으로 알

려지지 않은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인 반면에, 잊혀질 권리는 공개적으로 알

려진 정보를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생활권과는 다르다.

어휘 legal 법률과 관련된, 법적인 public 일반인[대중]의; 공개된 (ad. publicly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delete 삭제하다 access 접근하다; 들어가다; 이용하다

bring up (화제를) 꺼내다 remove 제거하다[없애다] privacy 사생활[프라이버

시]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구문 해설

[1행] In legal terms, the right to be forgotten refers to the right 
of individuals to have public data about themselves deleted so 

that others cannot access it.
▶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 보

어로 과거분사 deleted가 쓰임 

▶ it은 public data about themselves를 가리킴 

[4행] …, due to the fact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to do 

with information {that is not publicly known}, whil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to do with {removing publicly known 

information}].

▶ the fact와 [ ]는 동격 관계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inform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적중 실전 예제 

055 ③ 056 ① 057 ⑤ 058 ③

055│③

해설

(A)   뒤에 명사구 the availability of animal labor가 왔으므로, 전치사 

because of가 적절하다.

(B)   문장의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 Animals이므로, 복

수 동사 were가 적절하다.  

(C)   ‘(무려) ~나 되는’의 의미로 셀 수 있는 명사 30,000 people을 수식하

므로, many가 적절하다.

해석

바퀴, 쟁기, 그리고 범선이라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발명품이 메소포타미아

에서 나왔다. 바퀴와 쟁기는 동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는 더 많은 상품을 더 신속하게 시장으로 운반

할 수 있었다. 파종할 땅을 갈기 위해 쟁기를 끌었던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

씬 더 효율적이었다. 범선은 바다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무

역을 가능하게 했다. 세 가지 발명품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각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강력한 무역 중심지로 만들었다.

어휘 extremely 극도로, 극히 sailboat 범선, 요트 availability 유효성; 이

용 가능성 labor 노동 transport 수송하다; 실어 나르다 turn over (~을) 뒤

집[엎]다 earth 땅, 지면; 지구 efficient 능률적인, 효율적인

구문 해설 

[4행] Wheeled carts [pulled by horses] could transport more 

goods to market more quickly. 

▶ [ ]는 Wheeled cart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8행] The sail made it possible [to trade with countries {that 
could be reached only by sea}].

▶ it은 가목적어이고, [ ]가 진목적어

▶ { }는 선행사인 countr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56│① 

해설

①  뒤에 명사구 the 20th century가 이어지므로, ‘~ 동안 죽[내내]’의 의

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throughout으로 고쳐야 한다.  

②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not only A, but also B」  구

문이므로, but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1999이 있으므로, 과거시제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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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인 것은 맞다. 

④  뒤에 도핑 물질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 왔으므로, 접속사 a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장치와 선수의 전화기가 ‘연결되는’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onnect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관행인 도핑은 20세기 동

안 내내 스포츠에서 점점 더 흔해졌다. 그것은 경쟁을 불공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들의 죽음도 초래했다. 도핑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1999년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립했다. 오

늘날 도핑 물질과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WADA는 운동

선수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규약과 도구를 계속해서 만들

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 운동선수들

은 전화를 받고 유용한 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전화기와 연결

된 장치에 손가락을 올려놓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어휘 doping 도핑, 금지 약물 복용[사용] substance 물질 enhance 높이다

[향상시키다] performance 공연; 실적, 성과 increasingly 점점 더 

unfair 부당한, 불공평한 result in ~을 낳다[야기하다] address 주소를 쓰다; 

*(문제 등에 대해) 고심하다[다루다] committee 위원회 agency 단체, 기관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 protocol 협약; 프로토콜, 규약 detection  

발견, 탐지

구문 해설

[1행] Doping, [the practice of {using substances to enhance 

one’s performance}], became increasingly common in sports 

throughout the 20th century.

▶ Doping과 [ ]는 동격 관계  

▶ the practice와 { }는 동격 관계   

[9행] …, WADA continues to develop protocols and tools [to 

prevent athletes from getting an unfair advantage].

▶ [ ]는 protocols and tool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prevent A from v-ing」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057│⑤

해설

(A)   주어 Heavy use가 전치사구 of ... areas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단

수 동사 results가 적절하다.

(B)   뒤에 ‘~보다’라는 의미의 than이 있으므로, 비교급 형태인 more가 적

절하다.

(C)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Although가 적절하다.

해석

질소가 함유된 비료는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지에서의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은 화학물질을 수로로 흘러들어 가게 한다. 이 질소 

오염은 생태계를 변화시켜, 어류 개체의 감소를 불러온다. 질소가 비료이기 

때문에, 조류와 같은 해양 식물이 증가하여 결국 사용 가능한 것보다 더 많

은 산소를 소모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의 어종이 살아남을 만큼의 충

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해역이라고 알려졌다. 비록 흑해에서처럼 

몇몇 자연 발생적인 죽음의 해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죽음의 해

역은 질소 비료에 의해 생긴다.

어휘 fertilizer 비료 contain ~이 들어[함유되어] 있다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negative 부정적인 aquatic 물의; *물과 관련된

ecosystem 생태계 agricultural 농업의 chemical 화학물질 flow into  

~으로 흘러들다 waterway 수로 pollution 오염 decline 감소 algae 

조류 consume 소모하다 available 이용할[구할] 수 있는 zone 지역

survive 생존하다, 살아남다

구문 해설

[4행] This nitrogen pollution changes the ecosystems, [leading 

to a decline in fish population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9행] These areas are known as dead zones, as there is not 
enough oxygen for most fish species to survive.

▶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  to survive는 enough oxyge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고, for most fish species는 to survive의 의미상 주어임

058│③

해설

③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be asked의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가 와

야 하므로, if 또는 whether로 고쳐야 한다.  

①  「prevent A (from) v-ing」는 ‘A가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므

로 동명사가 와야 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의 수동의 의

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형 동명사 being concentrat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간단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관접속사 「B as 

well as A」  구문이다. 

④  선행사 a piece of potter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

을 이끌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전치사+관계대명사」로 쓰

인 on which는 맞다. 

⑤  문맥상 ‘~이기만[하기만] 하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

로, As long a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기원전 490년경, 아테네 사람들은 도편추방제 관행을 확립했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도편추

방제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간단했다. 일 년에 한 번, 아테네 시민들은 모

여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개인이 독재를 할만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만약 다수가 ‘그렇다’고 투표했다면, 그들은 두 달 후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각 시민은 ‘ostrakon(도편)’이라고 불리는 도자기 조각

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위에 지나치게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

각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 최소 6,000표가 투표되기만 한다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이는 십 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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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establish 설립하다; *확립하다 ostracism 외면[배척]; 도편추방제 

intend 의도하다, (~하려고) 생각하다 concentrate (정신을) 집중하다[집중시키다], 

전념하다; *(한 곳에) 모으다 individual 개인 effective 효과적인 citizen 시민 

position 위치; 지위 tyranny 압제, 폭압; *독재 (정치) majority 가장 많은 수[다

수] vote 투표하다; (선거 등에서의) 표 pottery 도자기 (그릇들) cast (~에게) 

표를 던지다 exile 추방[유배] decade 십 년

구문 해설

[1행] Around 490 BC the Athenians established the practice of 
ostracism, [which was intended to prevent too much power 

being concentrated in any individual].
▶  [ ]는 선행사 the practice of ostracism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

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8행] This time, each citizen could bring a piece of pottery 

[called an ostrakon], on which he had written the name of the 

person [he thought] was becoming too powerful. 
▶ 첫 번째 [ ]는 a piece of potter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두 번째 [ ]는 관계사절 내에 삽입된 절

[12행] …, the man [who had received the most] would be exiled 

from Athens for a decade. 

▶ [ ]는 선행사인 the 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수능 필수 어휘 파생어 2
1 attendant 2 attendance 3 attention 6 hardship  

7 hardness 11 profession 12 professional 13 signature   

14 signal 

해석

1 그는 주차 안내원이 그의 차를 다루도록 놔두었다. 

2 교회들은 현재 참석자 수의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3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교사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4  때때로 비판은 예술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  

5  그 영화는 많은 평론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결코 끌지

는 못했다. 

6 그들은 경주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7 이 목재의 견고함은 그것을 가구로 만들기에 이상적이게 한다. 

8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은 선반 위에 있었다. 

9 이사회는 그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10  그의 연구는 객관성 부족으로 비판받았다. 

11  의료 분야의 직업 대부분은 다년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12  이 골프 대회는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13  그 페이지 하단에 서명하세요.

14  그 여자는 내게 들어오라는 신호로 손을 흔들었다.

15  그 값비싼 그림은 철저한 경비하에 지켜져야 한다.

16  그 자동차는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뒤에 가치가 없게 되었다.

어휘 Practice
A  1 lately 2 audible 3 memorial 4 comprehensible  

5 disability 

B 1 × 2  3 × 4 × 5  

C (A) observation (B) famous (C) receives

A
해석 

1 당신은 최근에 많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2 당신의 목소리는 소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3 그를 위한 추도식이 지역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4 이 보고서의 전문 용어들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다. 

5 그녀는 자라면서 학습 장애가 생겨 재학 중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B
해석

1 그 제안들은 지역 주민들 다수의 강한 목적(→ 반대)에 부딪혔다. 

2 스마트폰은 현대 생활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 

3  고난(→ 경도) 정도상, 사파이어보다 더 단단한 유일한 물질은 다이아몬

드이다. 

4  그는 자신의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출석(→ 발표)을 했

다. 

5  개선과 혁신을 기대함에 있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주의를 집

중하는 경향이 있다.

C
해설

(A)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유명 과학자들의 성과 인정에 대한 ‘의

견’을 말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observation이 적절하다. 

observance ‘(법률 ·규칙 등의) 준수’

(B)   더 혹은 덜 ‘유명한’ 과학자가 동일한 발견을 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므

로, famous가 적절하다. infamous ‘악명 높은, 오명이 난’ 

(C)   더 유명한 과학자일수록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

로, receives가 적절하다. perceive ‘감지[인지]하다’

해석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과학

자들보다 그들의 과학적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

을 말했다. ‘매튜 효과’라고 명명된 이것은 더 혹은 덜 유명한 과학자가 따로 

따로 동일한 획기적 발견을 한 상황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

고리즘 정보이론에서, ‘콜모고로프 복잡도’ 분석은 레이 솔로모노프에 의해 

1년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러시아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

로프의 이름이 붙여졌다. 머튼의 매튜 효과에서 말해진 것처럼, 과학자가 더 

유명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몫의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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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sociologist 사회학자 famed 아주 유명한, 저명한 recognition 알아

봄, 인식; *인정[승인] accomplishment 업적, 공적 identify 확인하다; 찾다, 

발견하다 breakthrough 돌파구 independently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complexity 복잡성, 복잡함 analysis 분석 연구 name after ~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다 celebrated 유명한, 저명한 publish 출판[발행]; *발표[공개]하다 

prior 사전의; *~전의 state 말하다, 진술하다; 명시하다 share 몫, 지분

credit 신용도; 칭찬; 인정

구문 해설

[2행] [(Being) Named the Matthew Effect], it can easily be 

identified in situations [where a more and a less famous 

scientist make the same breakthrough independently].

▶ 첫 번째 [ ]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수동형 분사구문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situati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6행] As stated in Merton’s Matthew Effect, the more well-

known the scientist, the larger the share of credit [(which/

that) he or she receives]. 

▶ 「the+비교급 ~, the+비교급 ... 」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

▶  [ ]는 선행사인 credit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됨

12│주의할 구문 

A
1 롭이 내게 준 것은 바로 이 일기장이었다.  

2 내게 이 일기장을 준 사람은 바로 롭이었다. 

3 그 파이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다. 

B
4 그 남자를 돕기 위해 안전 요원이 온다.  

5 A: 우리가 우승할 것 같아. B: 나도 그렇게 생각해. 

6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집에 머물렀을 텐데. 

7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린 그 남자는 운이 없었다. 

8 우리가 탑승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방송이 있었다. 

9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0  나무 아래에 작은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잠들어 있었다. 

1 stood a tree 2 will I 3 does 4 do I 5 that 6 Had she 

Check Up

해석

1 언덕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2 나는 더는 네가 내 차를 모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3 티머시는 오페라를 부르기에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4 A: 나는 그녀가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믿지 않아. B: 나도 그래. 

5 방과 후에 보통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바로 내 아내이다. 

6  그것이 공식적인 파티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을 것이

다.  

해설

1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On top of the hill이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

와 동사가 도치된 stood a tree가 적절하다. 

2  부정어구 No longer가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will I
가 적절하다. 

3  조동사 do[does/did]를 이용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 Timothy이므로 does가 적절하다.   

4  neither가 앞 문장의 내용을 받아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

치된 do I가 적절하다.   

5  「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that이 적절하

다. 

6  주절의 동사 형태가 would have worn인 것으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

료 구문으로, 조건절의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Had she
가 적절하다. 

C
11  나는 전에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본 적이 없다.   

12  나는 이 책장에 있는 책을 모두 읽었다. 

13  여기에 당신의 주소를 적으세요.

14  나는 모자를 집어 그것을 썼다. 

15  신생아는 참 작구나!  

16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군요!  

17  그녀는 남편이 언제 집에 왔는지 몰랐다. 

18  누가 그 대회에서 일등을 할 것으로 생각하나요?

D
19  그들은 수영, 수상 스키, 그리고 일광욕을 하며 주말을 보냈다. 

20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1  기차를 타는 것은 버스를 타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1 we should 2 the tower is 3 eating 4 so cheap a 5 put 
them back 6 all the actions

Check Up

해석

1 너는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2 이 탑은 정말 멋진 건물이구나! 

3 대니얼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4 그들은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파를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5 크레용을 사용한 뒤에는 그것들을 상자에 다시 넣어주세요.  

6 우리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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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간접의문문의 주절이 do you think인 경우 「의문사+do you 

think+S+V」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we should가 적절하다. 

2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a/an)+형용사+명사+주어

+동사!」의 어순이므로, the tower is가 적절하다. 

3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선호하다’의 의미로 A와 B는 병렬 구

조를 이루므로, eating이 적절하다. 

4  「so+형용사+a(n)+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so cheap a가 

적절하다.  

5  2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

만 가능하므로, put them back이 적절하다. 

6  「all+the+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all the actions가 적절하

다. 

어법 Practice
A  1 that 2 Nor 3 to rent 4 I want to get 5 such a 

beautiful sound 6 did he know 7 is the Okavango River  

B  1  2 you are coming 3 beautiful 4  5  6 quite 

an old bike 7 

C ③

A
해석

1 그가 가장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내 유머감각이다. 

2 A: 나는 그 퍼즐을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B: 나도 그래. 

3 텐트를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것이 열 배 더 비싸다. 

4 내 딸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5 새 오디오 스피커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6  그는 자기 상사가 이미 자신을 해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

다. 

7 북서쪽에 오카방고 강이 있는데, 그 강은 나미비아에서부터 흐른다. 

해설

1  「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that이 적절하

다.

2 앞서 말한 부정의 내용을 받아 문두에 오는 것은 Nor이다.

3  비교 구문으로 연결된 어구 to buy와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to 

rent가 적절하다. 

4  간접의문문은 「의문사+S+V」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I want to 

get이 적절하다.

5  「such+a(n)+형용사+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such a 

beautiful sound가 적절하다.  

6  부정어 Little이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하는데, 

knew가 일반동사의 과거형이므로 did he know가 적절하다. 

7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the northwest가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

와 동사가 도치된 is the Okavango River가 적절하다. 

B
해석

1 그 소년들의 노래는 정말 이상하구나!  

2 제임스는 네가 올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3 이 지갑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예쁘기도 하다. 

4 커피가 그를 과민하게 만들어서, 그는 그걸 끊어야 했다.

5  내가 그의 성질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더라면, 그와 말다툼을 하지 

않았을 텐데. 

6  나에게는 꽤 낡은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출근할 때 타기에 여전히 

충분히 좋다.

7  많은 동물들이 소리와 움직임의 정형화된 체계를 통해서 서로 확실히 의

사소통한다. 

해설 

1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형용사[부사]+(a/an)+명사+주

어+동사!」이므로, How strange가 쓰인 것은 맞다.  

2  간접의문문은 「의문사+S+V」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you are 

coming으로 고쳐야 한다. 

3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의 상관접속

사로 convenient와 병렬 구조를 이루는 beautiful로 고쳐야 한다. 

4  2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

만 가능하므로, give it up이 쓰인 것은 맞다. 

5  주절의 동사 형태가 wouldn’t have argued인 것으로 보아 가정법 과

거완료 구문으로, 조건절의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Had I
가 적절하다.

6  「quite+a(n)+형용사+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quite an old 

bike로 고쳐야 한다. 

7  조동사 do[does/did]를 이용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주어가 복

수형 Many animals이므로 do communicate가 쓰인 것은 맞다. 

C 
해설 

③  앞의 내용을 받아 ‘~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so+V+S」  

구문이 와야 하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so are the patients로 고

쳐야 한다. 

①  ‘···하는 것은 바로 ~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 it is[was] ~ that」  강

조 구문이 사용된 문장이므로,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②  allow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 send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구

조이므로, to overcome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대부분의 마비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신체 기능의 상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신경 과학과 생체 공

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환자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

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상호작용)를 개발하고 있다. 수술 이식과 자동 기

계 장치로 된 부착물을 통해,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환자들이 그들의 뇌에서 

곧바로 자동 기계 장치에 메시지를 보내, 결과적으로 그들의 뇌와 신체 사이

의 손상된 연결을 극복하도록 만든다. 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분야의 연구진

은 그들이 이루어 내는 모든 진전에 감격하고, 이 새로운 기술이 인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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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환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 sufferer 환자 paralysis 마비 function 기능 expert 전문가

neuroscience 신경 과학 biomedical 생물[생체] 의학의 engineering 공학 

기술 interface 인터페이스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implant 임플란트, 이식 

robotic 로봇식의, 자동 기계 장치로 된 attachment 애착; *부가[부착](물)

directly 곧장, 똑바로 equipment 장비, 용품 consequently 그 결과, 따라서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damage 손상을 주다, 피해를 입히다

connection 관련성[연관성]; *연결, 접속 complex 복잡한 challenging 도전

적인 advance 진전, 발전

구문 해설

[2행] Recently, however, experts [in neuroscience and 

biomedical engineering] are developing brain-computer 

interfaces [that offer these patients a new way to move].

▶  첫 번째 [ ]는 주어인 exper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brain-computer interfaces를 수식하는 주

격 관계대명사절 

▶  to move는 a new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5행] Researchers in this complex, challenging field are 
thrilled with every advance [(that) they make], and so are the 

patients, [for whom this new technology is life-changing].

▶ 「be thrilled with」  ‘~으로 감격[감동]하다’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every advanc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patient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적중 실전 예제 

059 ② 060 ② 061 ④ 062 ④

059│②

해설 

(A)   선행사 an altered stat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ich가 적절하다.   

(B)   taken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것이므로, remembered가 적절

하다. 

(C)   ‘~와 같이’의 의미로 쓰인 전치사가 와야 하므로, like가 적절하다.  

alike는 보어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해석

많은 사람들은 최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빈번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변화된 상태이다. 몇몇 자연스러운 

최면의 사례에는 우리의 시간 감각과 의식이 바뀌게 되는 고속도로 최면이 

포함된다. 당신은 장시간 여행하고 자신이 지나친 도시를 기억하지 못한 적

이 있는가? 시간에 대한 착각은 최면 상태의 흔한 특성이다. 당신은 좋은 책

이나 영화에 너무 빠져서 두 시간이 몇 분같이 지나간 적이 있지 않은가? 무

언가에 심하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든다.

어휘 phenomenon 현상 alter 변하다, 달라지다 state 상태

consciousness 의식 illusion 오해[착각] trait (성격상의) 특성 absorb 흡

수하다[빨아들이다] severely 심하게

구문 해설

[5행] Have you ever taken a long trip and not remembered a 

town [(which/that) you drove through]?

▶  [ ]는 선행사인 a tow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

계대명사가 생략됨

[11행] [Being severely focused on something] makes us enter 

a hypnotic state.

▶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함 

060│②

해설 

②  부정어 nowhere가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하는

데, offers가 일반 동사이므로 does it offer로 고쳐야 한다. 

①  문맥상 ‘이전보다 더 빠르게’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비교급 faster 

tha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입원한’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Hospitalized가 쓰인 것

은 맞다. 

④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visit가 쓰인 것

은 맞다. 

⑤  상관접속사 「both A and B」가 쓰였으므로, 동사원형 improve와 병

렬 연결된 lower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사물 인터넷(IoT)은 기기 간에 곧바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IoT는 여러 흥미로

운 적용들이 가능하지만, 어디에도 건강 관리 분야보다 더 큰 가능성을 제공

하는 분야는 없다. 입원한 환자들은 체내에 관이 삽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

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감지기가 종합적인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검토하도록 자동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할 필요를 없애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IoT는 건강 관리의 

질을 개선하고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어휘 device 장치[기구] analysis 분석 (v. analyze 분석하다) application 

적용, 응용 nowhere 아무데도 (~않다) promise 약속; *가능성, 장래성

hospitalize 입원시키다 constantly 끊임없이, 거듭 monitor 추적 관찰하다; 

모니터[감시]하다 sensor 센서, 감지기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review 검토 eliminate 없애다, 제거[삭제]하다

professional 전문가 regularly 정기[규칙]적으로 quality 질 healthcare 

건강 관리; 의료 lower 내리다[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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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1행]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enabling devices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directly, [mak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ster than ever before].

▶ 「enable A to-v」  ‘A가 ~을 할 수 있게 하다’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making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쓰임 

[7행] ..., as sensors could collect comprehensive health-related 

information, analyze the data, and automatically send it to 

doctors and nurses for review.

▶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 collect, analyze, sen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61│④

해설 

④  2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

만 가능하므로, pull it toward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 you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follow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선행사 a point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 쓰인 것은 맞다.   

③  one pole이 자북으로 ‘향하게 되는’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

거분사 pointed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주어인 the north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여러분이 지도나 지구본 위 경도상의 선을 따라 북쪽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진북(진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 활동

으로 인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먼 북부 캐나다의 지점인 ‘자북(자기장 북쪽)’

을 가리킨다. 지구 핵에 있는 유동체의 철은 하나의 극이 자북을 향하게 되

는 자기장을 만들어 낸다. 자성을 지닌 바늘은 이 자기장이 바늘을 자북쪽으

로 끌어당기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나침반이 작동하는 것이다. 지구의 자

기장은 ‘진짜’ 북극과 남극에 완벽하게 일직선 되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지도에서 보이는 북쪽과는 조금 다르게 된다.

어휘 globe 지구본 compass 나침반 magnetic 자석 같은; *자성[자기]의,  

자성에 의한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fluid 유체, 유동체 iron *철, 쇠; 철분 

core 속[심]; *핵 pole 막대기; *(지구의) 극; (자석의) 극 direction 방향  

magnetize (철을) 자성화하다 needle 바늘; 지침 align 나란히 만들다, 일직선

으로 하다 slightly 약간, 조금 

구문 해설 

[3행] Compasses, however, point towards “magnetic north,” a 
point in far northern Canada ....

▶ “magnetic north”와 a point는 동격 관계

[11행] …, the north [that your compass points towards] is 

slightly different than the north [shown on map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north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바로 앞의 the north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062│④

해설 

(A)   동사 is used를 수식하는 것은 ‘널리’라는 뜻의 부사 widely이다. 

(B)   동물들이 ‘맞아서’ 죽는 것이므로 수동태 have been이 적절하다. 

(C)   「 it is ~ that」  강조 구문이 쓰여 the way an animal is killed를 강

조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해석 

용어 ‘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허용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슬

람 국가들에서는, 그것이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에만 관련된다. 코란에 따르면, 돼지고

기와 맞아 죽거나 다른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동물같이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식용될 수 없는 특정 음식들이 있다. 사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식용)이 

용인되게 하는 것은 바로 동물이 죽여지는 방식이다. 그 죽음은 즉각적이고 

고통이 없어야 하며, 그 음식을 할랄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원이 이루어져야

만 한다. 

어휘 refer to ~을 나타내다 allowable 허용되는 Islamic 이슬람교의 in 

reference to ~와 관련하여 various 여러 가지의, 다양한 generally 일반적으

로 pertain to ~와 관련되다 Koran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 certain 확실한;  

*어떤 Muslim 이슬람교도 beat 이기다; *때리다[두드리다] acceptable 용인

되는[받아들여지는] instant 즉각적인 painless 고통 없는 blessing 축복(의 

기도) 

구문 해설 

[5행] ..., there are certain foods [that cannot be eaten by 

Muslims, such as pork and animals {that have been beaten to 

death or killed by another animal}]. 
▶ [ ]는 선행사인 certain food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선행사인 animal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현재완료 수동태의 일부로 쓰인 beaten과 killed는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됨  

수능 필수 어휘 파생어 3
3 economics 4 economical 5 economic 9 literate  

10 literal 11 literary 12 pollutant 13 pollution  

14 sociable 15 social 

해석

1 그 콘서트홀은 매우 많은 좌석 수가 있다. 

2 그 회사는 제조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3 그녀는 하버드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4 소형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다. 

5 그 남자는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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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상력이 풍부해짐으로써, 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을 떠올

릴 수 있다. 

7 적도는 지구 가운데를 도는 가상의 선이다.  

8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일한다. 

9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은 읽고 쓰는 법이다.  

10  ‘linguini’란 이탈리아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이니? 

11  이 소설은 영어로 쓰인 최고의 문학 작품 중 하나이다. 

12  바다에 화학 오염 물질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13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주로 일으킨다.  

14  그들은 파티에서 즐길 줄 아는 꽤 사교적인 사람들이다. 

15  높은 실업률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휘 Practice
A  1 major 2 desirable 3 identity 4 habitats 5 social 
B 1 × 2  3 × 4  5  

C (A) attraction (B) literary (C) required

A
해석 

1 전공은 학생이 공부하는 특정한 교과 영역이다. 

2 그 빌딩은 시내 근처의 매우 가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3 인터넷에서 네 신원을 감추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점들이 있다. 

4 토착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5  광범위한 증거들이 자연과의 접촉은 아이들의 교육, 개인적, 그리고 사

회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B
해석

1  나는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했지만 일 년 후에 경제(→ 경제학)로 전과했

다. 

2 과일, 식물, 그리고 채소 씨앗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보인다. 

3 빠른 책임(→ 대응) 덕분에, 홀에 있던 모든 손님이 탈출했다. 

4 2012년 이후로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성은 대략 50%가 상승했다.  

5  2009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시아에서 갑작스럽게 인기가 늘어, 

판매량이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C
해설

(A)   블라니 성의 주요 ‘명소’가 달변의 돌이라는 내용이므로, attraction이 

적절하다.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B)   언변에 능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므로, ‘문학적’ 인물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literary가 적절하다. literal ‘글자 그대로의’ 

(C)   블라니 성의 주인이 여왕에게 성을 바치도록 ‘요구받다’라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required가 적절하다. acquire ‘습득하다[얻다]’      

해석

블라니 성은 아일랜드의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이곳의 주요 명소는 더 흔하

게는 ‘블라니 스톤’으로 불리는 ‘달변의 돌’이다. 이 돌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

된 미신은 그것에 입맞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달변가가 된다는 것이다. 세

계 지도자들, 문인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방문

객들이 그 돌에 입맞춤을 해왔다. 한 가지 전설에 따르면 이 미신은 더모트 

매카시라는 성주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충성의 표

시로 그의 성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여왕에게 자신의 성을 바치기

로 동의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할 기발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다. 

여왕은 화가 나서 그의 변명을 ‘블라니 말’이라고 일축했고, ‘blarney’라는 

단어는 ‘터무니없지만 설득력 있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다.    

어휘 attraction 매력; *명소[명물] eloquence 웅변, 능변 superstition 

미신 expert at ~에 능숙한[전문적인] figure 수치; *인물 legend 전설

claim 주장하다 loyalty 충실; *충성심 repeatedly 되풀이하여, 여러 차례

clever 영리한; *기발한, 재치 있는 avoid 방지하다, 막다; *(회)피하다 dismiss  

*묵살[일축]하다; 해고하다 excuse 변명, 이유 synonymous 같은 뜻을 갖는, 동

의어[유의어]의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허튼소리 convincing 설득력 있는

구문 해설

[1행] Its main attraction is the Stone of Eloquence, [more 

commonly called the Blarney Stone].

▶ [ ]는 the Stone of Eloquence를 부연 설명하는 과거분사구  

[2행] A long-held superstition about the stone is [that anyone 

{who kisses it} will become an expert at eloquence].

▶ [ ]는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인 anyo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4행] One legend claims the superstition started with the 

castle’s owner, Dermot McCarthy, [who was required to give 

Queen Elizabeth I his castle as a sign of loyalty].

▶  [ ]는 선행사인 Dermot McCarth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

격 관계대명사절

▶ as는 ‘~로써’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7행] The queen angrily dismissed his excuses as “Blarney 

talk,” [making the word “blarney” synonymous with “nonsense 

but convincing talk].”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make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쓰임

중간점검 TEST 03
063 ③     064 ①     065 ④     066 ③     067 ②     068 ①     069 ⑤

063│③  

해설

③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늦은’이라는 의미의 late
로 고쳐야 한다. lately는 ‘최근에’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①  I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was) 

awaken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전치사 before의 목적어로 동명사 rushing이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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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절의 과거 시점(knew)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had 

misdialed가 쓰인 것은 맞다. 

⑤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어느 토요일 늦은 저녁에, 나는 내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졸린 목소

리로 “여보세요.”라고 말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잠시 멈추었다가 장황한 

말을 쏟아 냈다. “엄마, 수잔이에요. 깨워서 죄송하지만, 집에 조금 늦게 가

게 될 것 같아서 전화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극장에 있는 동안에 아빠 차의 

타이어 바람이 빠졌어요.” 나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수잔이라는 이름의 딸이 없

어요.”라고 대답했다. “오, 엄마! 저는 엄마가 이 정도로 화나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휘 awake 깨다[깨우다] party 파티; *전화의 상대측 line 선; *(연결된 상태

의) 전화선 pause 잠시 멈추다 rush 서두르다 go flat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다 misdial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다 

구문 해설

[4행] “Mom, this is Susan and I’m sorry (that) I woke you up, ….” 

▶  2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

을 취함

[9행] …,“but I don’t have a daughter [named Susan].” 

▶ [ ]는 a daughter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064│① 

해설

(A)   문맥상 ‘인근의, 주위의’ 암석층이 자연스러우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

내는 현재분사 surrounding이 적절하다. 

(B)  ‘A만큼 ~한’의 의미의 「as+원급+as A」구문이므로, hot이 적절하다. 

(C)   선행사인 special turbines를 수식하며 관계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해석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증기나 뜨거운 물에서 생겨난다. 지구 중

심의 온도는 화씨 9,000도까지 이를 수 있다. 이 열기는 지구의 핵으로부터 

맨틀이라고 알려진 주변 암석층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바위를 

어떤 위치에서 녹게 하고, 지구 지각에 있는 틈을 통해 위로 이동한다. 결국, 

그것은 지구의 지면 가까이 간다. 그곳에서, 그것은 근처의 물을 화씨 700
도만큼 뜨거워지게 할 수 있다. 이 물의 일부는 지표면에 간헐 온천으로 솟

아오르기도 하지만, 일부는 지하에 계속 갇혀 있다. 이 뜨거운 물은 전력을 

만드는 특수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일 수 있다. 

어휘 steam 김, 증기 outward 밖[바깥]으로 core 속[심]; *중심핵

surround 둘러싸다 layer 막[층] mantle (지구의) 맨틀 melt 녹다[녹이다] 

upward 위쪽으로 crack 금; 틈 crust (빵) 껍질; *(지질) 지각 eventually  

결국 end up 결국 ~이 되다; 마지막에는 (~에) 가다 surface 표면, 지면

nearby 인근의, 가까운 곳에 rise up 솟아오르다 remain 계속[여전히] ~이다 

trap (위험한 장소 등에) 가두다; 끌어모으다[모아 두다] underground 지하에

turbine 터빈, 원동기 electricity 전기; 전력

구문 해설

[5행] This causes the rock to melt in some places, [moving 

upward through cracks in the earth’s crust]. 
▶ caus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함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11행] This hot water can be used to turn special turbines that 
create electricity. 

▶ 「be used to-v」  ‘~하는 데 사용되다’ 

065│④ 

해설

④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끌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

하므로, who로 고쳐야 한다.

①  It은 가주어이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②  부정어구 not only가 앞에 와서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도치되므로, are 

these ideas가 쓰인 것은 맞다. 

③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의 의미로, nor가 쓰인 것은 맞다.

⑤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의 의미로, an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흔히 외향적인 사람이 최고의 판매원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계약을 성사시킬 

확률이 낮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 새로운 연구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이 아

닐 뿐만 아니라, 판매에 관한 한 나머지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또 다른 성격 

유형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3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성격 설문  

조사를 했다. 가장 성공적인 판매원들은 외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온건한 성격의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 

둘 다의 긍정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외향적인 사람

들보다 더 자제력이 있고 적절한 수준으로 활발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어휘 commonly 흔히, 보통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salespeople 판매원 

introvert 내성[내향]적인 사람 close a deal 거래[협상]를 매듭짓다, 계약을 체결하

다 incorrect 부정확한, 사실이 아닌 personality 성격, 인격 dominate 지

배하다; ~보다 우위를 차지하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survey  

(설문) 조사 turn out 판명되다, 밝혀지다 extreme 극단; 양극단 moderate 

중간의; 중도의[온건한] positive 긍정적인 trait (성격상의) 특성  

self-control 자제력 liveliness 원기, 활기; 명랑 appropriate 적절한

구문 해설

[3행] However, a new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are these 

ideas incorrect, but there is another personality type {that 
dominates the rest when it comes to sales}].

▶ [ ]는 suggest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인 another personality typ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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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

066│③ 

해설

(A)   관계사절의 동사 sorts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구조이므로, 

presents가 적절하다.        

(B)   어떤 종류의 디지털 정보라도 ‘공유될’ 수 있다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는 수동태 be shared가 적절하다.       

(C)   문맥상 ‘~하기만 하면, ~하는 한’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접속사 as 

long as가 적절하다.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해석

콘텐츠 큐레이터는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를 분류하고 

그것을 특정 주제별로 잘 정리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

것이 단순히 링크를 게시하거나 정보를 모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 대

중을 위해 매우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가장 관련성 높고 질 좋은 자료를 찾아 

해석하고 배포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어떤 종류의 디지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에는 제한이 없다.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한 뉴스 기사, 비

디오, 사진,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수집되고 보여질 수 있다. 

어휘 content 내용물; *(책 ·연설 ·프로그램 등의) 내용; 콘텐츠 curator 큐레이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 책임자) sort through ~을 자세히 살펴보다 huge 막

대한[엄청난] available 구할[이용할] 수 있는 present 주다; *보여주다[나타내

다] well-organized 정리가 잘 된 particular 특정한 theme 주제, 테마 

post (우편물을) 발송하다; *올리다[게시하다] link 관련(성); 연결; *(인터넷) 링크  

interpret 설명[해석]하다 distribute 분배[배부]하다 relevant 관련 있는, 적

절한 quality 고급[양질]의 resource 자원, 재원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general public 일반 대중 limit 한계, 한도; 제한 digital 디지털(방식)의

구문 해설

[1행] A content curator is a person [who sorts through the 

huge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and presents it in 

well-organized ways around particular themes].

▶ [ ]는 a pers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5행] It is more about looking for, interpreting, and distributing 

the most relevant and highest quality resources on a very 

specific theme for the general public.

▶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세 개의 동명사 looking for, 

interpreting, distribut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67│② 

해설

②  how 이하는 measu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

사+S+V」의 어순을 취하므로, they consumed로 고쳐야 한다. 

①  when they are entertained를 분사구문으로 고친 형태이므로, 의

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은 when being 

entertained가 쓰인 것은 맞다. 

③  ‘그 양의 두 배’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배수사를 이용한 표현 twice 

that amount가 쓰인 것은 맞다. 

④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의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므로, 

but also가 쓰인 것은 맞다. 

⑤  뒤에 ‘~보다’의 의미의 than이 쓰인 것으로 보아 비교급이 필요한데, 문

맥상 ‘더 적은’의 의미로 뒤에 나온 셀 수 있는 명사 calories를 수식해

야하므로, fewer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때보다 지루할 때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최근 한 연구는 그 반대가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두 그룹

의 대학생들은 TV 앞에 앉아 여러 간식들을 제공받고, 연구원들은 20분 뒤

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측정했다. 한 그룹에서, 학생들

은 차분한 토크쇼를 시청했고 평균 약 100칼로리를 소모했다. 그러나 액션 

영화 일부를 시청한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그 양의 두 배를 먹었다. 사람들

이 먹는 음식의 양은 단지 그들의 의식적인 선택들에 의해서만이 아닌, 그들

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만약 당신

이 혼자 저녁을 먹는다면, 당신은 친구들이 많은 식탁에서 먹는 것보다 아마 

더 적은 칼로리를 소모할 것이다.

어휘 entertain 즐겁게 해 주다 supply 공급[제공]하다 measure 측정하다

[재다] consume 소모하다; *먹다, 마시다 calm 침착한, 차분한 average 평

균 affect 영향을 미치다 conscious 의식적인, 의도적인 surroundings (주

위) 환경 by oneself 혼자서  

구문 해설

[8행] But students in the other group, [who watched part of an 

action movie], ate twice that amount.
▶  [ ]는 선행사인 students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문장

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됨

[10행] It turns out [that the amount of food {(which/that) 
people eat} is affected not only just by their conscious choices, 

but also by their surroundings].

▶ [ ]는 turns 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 food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68│① 

해설

(A)   문맥상 칩코 운동가들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항의했다는 내용이 되어

야 하므로, manner를 쓰는 것이 알맞다. manners ‘예의, 예절’

(B)   칩코 운동가들의 생존이 숲에 달려 있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숲을 보호

하는 데 ‘열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passionate가 

적절하다. indifferent ‘무관심한’

(C)   칩코 운동가들의 노력에 주목한 총리가 삼림 벌채를 ‘금지’하도록 지시

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prohibiting이 적절하다. permit ‘허
용[허락]하다’

해석

칩코 운동은 1973년 인도의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인

근 숲의 파괴에 반대하여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인부들이 

나무를 잘라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 둘레를 팔로 둘러싸곤 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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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동에 그 이름을 부여한 것인데, 왜냐하면 칩코는 힌디어로 ‘껴안다’라

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칩코 운동가들은 시골 마을 출신의 여성들이

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숲의 자원에 의존했기에, 숲을 보호하는 데 열

정적이었다. 1980년에 인도 수상이 그들의 노력에 주목하여, 북부 인도에

서 15년간 숲에서 벌목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어휘 protest 항의[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non-violent 비폭력적인 

destruction 파괴 wrap 포장하다; 둘러싸다 cut down 쓰러[떨어]뜨리다 

embrace (껴)안다, 포옹하다 Hindi 힌디어 activist (정치·사회 운동) 운동가, 

활동가 rural 시골의, 지방의 rely on ~에 의지[의존]하다 resource 자원, 재

원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prime minister 수상, 국무총리 take note 

of ~에 주목하다 issue 발표[공표]하다

구문 해설

[3행] They would wrap their arms around the trees to stop 

workers from cutting them down.

▶ to stop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stop A from v-ing」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5행] This is [what gave the movement its name], as chipko 

means “embrace” in Hindi.
▶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격 보어로 쓰임

069│⑤ 

해설

⑤ 앞에서 제약 회사들이 세금을 감면받고, 7년 동안 경쟁 없이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은 신약 개발을 위한 ‘유인[우대]책들’이므로, penalties
는 incentives가 되어야 한다. 

해석

제약 회사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약을 연구 개발하여, 신약이 

자주 출시된다. 그러나 흔치 않은 병을 가진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만

큼 연구상 주목 받지 못했다. 이는 그들의 수가 적으니, 그들을 치료할 신약

의 잠재 시장 또한 작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의 개발에 따

른 잠재적 재정 손실과 희귀병 신약 개발의 부족을 인식하여, 의회는 1983
년에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제

약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고 7년간 경쟁 없이 그 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

한 처벌들(→ 유인책들)은 회사들이 희귀병에 걸린 이들을 위한 약품을 개

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 medication 약물 (치료) medical 의학의 frequently 자주, 흔히

decade 십 년 potential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unprofitable 수익을 못 내

는 unusual 특이한, 흔치 않은, 드문 Congress 의회[국회] competition 경

쟁 rare 드문[희귀한] illness 병[질환]

구문 해설

[4행] People [who have uncommon diseases], however, ….

▶ [ ]는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6행] ... and therefore the potential market [for the new drugs 

to treat them] is also small and unprofitable.

▶ [ ]는 주어 the potential market을 수식하는 전치사구

▶ to treat는 the new drug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8행] [Recognizing a possible financial loss ... for unusual 
diseases], Congress passed the Orphan Drug Act in 1983.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어법 ·어휘 모의고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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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어떻게든) ~하다[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manage는 to부정사를 목

적어로 취하므로, to reach로 고쳐야 한다.  

①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고 ‘짝이 지어지는’의 수

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형 동명사 being pair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의 자동사가 와야 하므로, lies가 쓰인 것은 맞다. 

④  햇빛이 지구의 대기를 거쳐 가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A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glow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월식은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이 서로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 천문

학자들은 이 현상을 함께 짝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된 용어 ‘삭망(朔望)’이라고 부른다. ‘붉은 달’이라고도 불리는 개기 월식에

서, 지구는 바로 태양과 달 사이에 있고, 달은 밝은 주황빛을 띤다. 이것은 

달에 간신히 도달한 햇빛이 지구의 대기를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푸른 빛은 산란한다. 남은 붉은 빛은 지구의 그림자로 다

시 향하게 되고, 달을 붉게 빛나게 한다. 

어휘 lunar eclipse 월식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astronomer 천문학자 

phenomenon 현상 syzygy (천문) 삭망 derive from ~에서 유래하다 pair  

짝을 짓다 glow 빛나다; 타오르다 manage 간신히 해내다, (어떻게든) ~하다[해

내다] pass through 거쳐[지나]가다, 관통하다 atmosphere (지구의) 대기

scatter (흩)뿌리다; *(빛을) 산란시키다 remaining 남아 있는, 남은 redirect 다
시 보내다[향하게 하다]

구문 해설

[2행] Astronomers refer to this phenomenon as “syzygy,” a 

term [derived from the Greek word for being paired together].

▶ [ ]는 a term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0행] The remaining red light is redirected into the earth’s 

shadow, [making the moon glow red].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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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   보어 Perhaps most astonishing of all이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

가 도치된 형태이다. 이때 주어가 the water itself로 단수이므로, 단

수 동사 is가 적절하다.

(B)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덕분으로 보다’의 의미인데, 목적어

인 A에 해당하는 The clarity of the water가 주어 자리에 왔으므로, 

수동태 is attributed가 적절하다.

(C)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These tiny organisms와 분사가 능동 관

계이므로, 현재분사 purifying이 적절하다.

해석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호수이다. 이것은 세계 

담수의 5분의 1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또한 약 2,000마리의 독특한 동식물

종의 서식처이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맑

은 물 중 일부인 그 물 자체이다. 이 물의 투명함은 Epischura baicalensis
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여과 섭식 생물 덕분이다. 각각의 크기는 겨우 

1.5mm 정도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호수에 있다. 이 아주 작은 생물

은 먹이를 먹으면서 플랑크톤과 박테리아를 걸러 내어 호숫물을 정화한다. 

한 환경 운동가는 심지어 이 바이칼의 중요한 여과 장치를 ‘호수의 영웅’이

라고까지 불렀다.

어휘 planet 행성; *세상 fresh water 담수, 민물 unique 독특한, 유일무이한 

astonishing 정말 놀라운 clarity 명료성; *선명도[투명도] filter- feeding  

여과 섭식 creature 생물 uncountable 셀 수 없는, 무수한 organism 유

기체, 생물(체) filter out ~을 걸러 내다 plankton 플랑크톤 prey 먹이[사냥

감] purify 정화하다 environmentalist 환경 운동가 filter 필터, 여과 장치

구문 해설

[10행] These tiny organisms filter out plankton and bacteria 

[while taking prey], [purifying the lake’s water].

▶  첫 번째 [ ]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

문

▶ 두 번째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072│⑤ 

해설

⑤  뒤에 명사구 the low … air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Because of로 고

쳐야 한다. 

①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1953이 있으므로, 과거시제 took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앞 문장에 언급된 명사구 the southern route의 소유격으로 대명사 

Its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선행사가 a valley이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전치사+관계대

명사」인 in which가 쓰인 것은 맞다. 

④  문맥상 ‘~로 알려지다’의 의미의 「be known as」가 쓰이는 것이 적절

하므로, is known a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비록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가는 많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 대부분의 등

반가들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텐징 노르게이가 1953년에 택한 남쪽 경로

를 선택한다. 그것의 베이스캠프는 해발 고도 5,364미터에 있다. 이 캠프에

서부터, 등반가들은 강렬한 햇빛과 부족한 바람 때문에 극도로 더워질 수 있

는 계곡인 서부 권곡을 포함한 일부 위험 지역들을 지나가야 한다. 이 경로

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힐러리 스텝으로 알려진 40피트짜리 산등성이

를 정복해야 한다. 기온이 낮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등반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어휘 path 길 climber 등반가 (n. climb 등산[등반]) southern 남쪽에 위

치한 route 길[경로/루트] base camp (등반대의) 베이스캠프[기지] altitude 

(해발) 고도 pass through 거쳐[지나]가다 valley 계곡 extremely 극도로,  

극히 intense 극심한, 강렬한 lack 부족, 결핍 portion 부분[일부]

conquer 정복하다 foot pl. 피트 ridge 산등성이, 산마루 thin 얇은; *(산소

가) 희박한, 적은

구문 해설

[2행] ..., most climbers choose the southern route [(which/

that) Sir Edmund Hillary and Tenzing Norgay took in 1953]. 

▶  [ ]는 선행사인 the southern rout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5행] ..., climbers must pass through some dangerous 

areas, including Western Cwm, [a valley {in which it can get 
extremely hot due to intense sunlight and a lack of wind}]. 

▶ Western Cwm과 [ ]는 동격 관계 

▶ { }는 선행사인 a valley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73│① 

해설

(A)   it은 가목적어이고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capture가 적절하다. 

(B)   앞에 either와 함께 쓰여 ‘A이거나 B’의 의미를 나타내는 or가 적절하

다. 

(C)   remain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고, 보어로는 부사가 아닌 형용

사가 와야 하므로 strong이 적절하다. 

해석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또는 CCS라고 불리는 기술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사람이 만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퍼센트 만

큼을 포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CCS 과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저, 이산화탄소는 포집 기술을 통해 다른 기체로부터 분리된다. 그러고 나

서, 그것은 보통 선박이나 수송관 중 하나로 수송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지구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암반층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앞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CS는 유해한 탄

소 배출을 크게 줄일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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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technology (과학) 기술 capture 생포, 포획 storage 저장, 보관  

(v. store 저장[보관]하다) emission 배출(물) release 풀어 주다; 방출하다

consist of ~으로 이루어지다[구성되다] separate 분리하다, 나누다 

transport 수송하다 pipeline 파이프라인, 수송관 formation 형성 (과정) 

fossil fuel 화석 연료 significantly 상당히[크게] harmful 해로운[유해한]       

구문 해설

[1행] A technology [called Carbon Capture and Storage, or 

CCS], makes it possible to capture as much as 90% of man-

made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
▶ [ ]는 A technolog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as much as」  ‘~만큼이나 많이’ 

[8행] Finally, it is safely stored in rock formations [that are 

located deep below the earth’s surface].

▶ [ ]는 선행사인 rock format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74│④ 

해설

④ 강풍이 건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문제

가 발생하면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maintained는 

altered로 고쳐야 한다.

해석

새로운 고층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설계가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튼튼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를 거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강풍의 영향이 어떨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때때로 작은 플라스틱 모형

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형에는 선풍기에서 모형 쪽으로 바람이 불어올 때 기

압의 변화를 기록하기 위한 작은 관이 달려 있다. 일단 이것이 측정되면, 엔

지니어들은 건물이 충분히 튼튼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

떤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 설계는 유지될(→ 변경될) 것이다. 바람의 세기가 

인근의 다른 구조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전체 지역의 

모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휘 skyscraper 고층 건물 ensure 반드시 ~하게 하다, 보장하다

withstand 견뎌[이겨]내다 effect 영향; 효과 tube (액체 ·기체를 실어 나르는) 관 

air pressure 기압 reveal 드러내다[밝히다] entire 전체의 

구문 해설

[1행] ..., it must be tested to ensure [that its design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all kinds of conditions]. 

▶ to ensur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ensur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형용사+enough to-v」  ‘~할 정도로 충분히 …한’ 

[3행] To find out [what the effect of heavy winds will be], …. 

▶ To find ou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find out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함

[8행] …, engineers can determine [if the building will be strong 

enough]. 

▶  [ ]는 determ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if는 ‘~인지 아닌

지’라는 뜻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075│④ 

해설

(A)   눈 색이 통증 내성에 미치는 ‘가장 최신의’ 연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latest가 적절하다. late ‘늦은’

(B)   밝은색 눈을 가진 사람이 통증을 더 잘 견딘다는 내용에 이어 밝은색 눈

을 가진 임산부가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lower가 적절하다. higher ‘더 높은’

(C)   환자의 눈 색에 따라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

므로, treatment가 적절하다. treat ‘특별한 것[선물], 대접’

해석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눈 색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는

지와 심지어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을 포함하여, 많은 건강상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눈 색과 통증 내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연구는 밝은색 눈을 가진 백인 여성이 어두운색 눈을 가진 백인 여성

들보다 통증과 고통을 더 잘 견디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밝은색 눈을 가진 임산부가 출산하는 동안 통증을 덜 느꼈다고 했으며 나중

에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은 비율이 더 낮았다. 이 연구는 의사들이 수술 뒤에 

따르는 환자의 통증 정도를 더 잘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 aspect 측면 include 포함하다 diabetes 당뇨병 tolerance 관용;  

*내성, 인내(심) endure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distress (정신적) 고통, 괴로움 

give birth 낳다[출산하다] anxiety 불안(감) depression 우울증

afterwards 나중에 anticipate 예측하다 surgery 수술 proper 적절한     

구문 해설

[1행] …, a person’s eye color can affect many different aspects 

of their health, including [how much pain they feel] and [even 

their chances of {getting diabetes}].

▶ 두 개의 [ ]는 각각 inclu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과 명사구

▶ their chances와 { }는 동격 관계 

[11행] This research could help doctors better anticipate 

a patient’s level of pain following surgery, [which would 

significantly help them plan proper treatment for the patient].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076│③ 

해설

③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raises는 rises로 고쳐야 한다.  

해석

풍력이 실제론 태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태양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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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가열되면  땅 위의 공기는 그 열의 일부를 흡수한다. 따뜻한 공기가 더 

가볍기 때문에, 그 공기는 위쪽으로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공기가 

올림에 (→ 상승함에) 따라, 그 주변의 좀 더 차가운 공기가 그 빈 공간을 채

우기 위해서 급히 몰려든다. 이 움직임이 이른바 바람이다. 그것으로부터 에

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길목에 회전 날개가 놓인다. 그러면 바람이 

날개를 통과하면서, 그것의 에너지 일부를 이동시켜서 날개가 회전하게 한

다. 이것이 바람으로부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어휘 absorb 흡수하다[빨아들이다] upward 위쪽으로 (향하여) rush 급히 움

직이다; 돌진하다 rotate 회전하다[시키다] blade (칼 ·도구 등의) 날; *(엔진, 헬리

콥터 등의) 날개 깃 path 길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시키다] generate 발

생시키다, 만들어 내다

구문 해설

[6행] This movement is what we call wind.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는 뜻 

[8행] The wind then moves through the blade, [transferring 

some of its energy and causing the blade to rotate].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현재분사 transferring과 

caus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어법 ·어휘 모의고사 02
077 ⑤     078 ⑤     079 ②     080 ⑤     081 ④     082 ③    083 ③

077│⑤ 

해설

⑤  result in의 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the source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동명사 restricting으로 고쳐야 한다.   

①  그것(정보)이 ‘게재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will be publish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make가 쓰

인 것은 맞다.

③  주절의 주어 the media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given이 

쓰인 것은 맞다.  

④ 뒤에 명사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e to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정보원이 기자나 언론 기관에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게재시킬 것인지

에 대한 조건을 달아 제공하면, 그것은 ‘뉴스 엠바고’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통 새 제품에 대해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뉴스 엠바고를 사용한

다. 어떤 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주어지면, 대중 매체는 부정확함을 방지하

고자 신중하게 기사 내용을 준비하고 제시간에 공개할 수 있다. 때때로, 언

론사는 요청된 것보다 더 빨리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엠바고를 위반하기도 

한다. 이것은 혼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따금 그것은 경쟁 상대보

다 더 최신 정보로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엠바고

를 위반하는 것은 신뢰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기는 하여, 정보원이 앞으로 추

가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휘 source 원천, 근원; *정보원[소식통] journalist 저널리스트, 기자

media (대중) 매체, 미디어 organization 단체, 기구 publish 출판하다; *(기사 

등을) 게재하다[싣다] embargo 엠바고, 한시적 보도 중지 announcement 발
표, 소식 advance 사전의 avoid *방지하다, 막다; 피하다 inaccuracy 부정

확, 정밀하지 않음 release 풀어 주다; *공개[발표]하다 miscommunication 

잘못된 전달[연락]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로 up- to-date 최신의; 최

신 정보[사실]에 근거한 competitor 경쟁자[경쟁 상대] violation 위반, 위배

restrict 제한[한정]하다 access 입장[접근]; *접근권, 접촉 기회

구문 해설

[13행] [Breaking a news embargo] is a serious violation of 
trust ....
▶ 동명사구인 [ ]가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078│⑤ 

해설

(A)   좋은 전략이 ‘수행되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to be executed가 

적절하다.       

(B)   선행사 chess를 부연 설명하는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C)   부사절의 주어 the emotional reactions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해석

협상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전투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두 가지 경우에, 좋은 전략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수행될 것이다. 그것을 

보드 게임을 설정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라. 판이 양쪽 선수들에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는 체스와는 달리, 협상과 전투는 한 참가자가 시작부

터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매우 많은 변수를 동반한다. 이것이 계획을 필수적

이게 한다. 게다가, 경험이 없는 협상가들은 보통 감정이 그들의 목표에 방

해가 되게 한다. 핵심은 누군가 겪는 감정적인 대응이 불식되고 그 협상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루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 negotiation 협상, 교섭 battle 전투; 투쟁[다툼] execute 처형하다;  

*수행[실행]하다 take place 개최되다[일어나다] in terms of ~ 면에서, ~에 관

하여 set up 세우다[놓다]; 설정하다 variable 변수 participant 참가자

seize 움켜잡다; *(기회 ·주도권 등을) (붙)잡다 advantage 이점, 장점, 유리한 점 

essential 필수적인 unexperienced 무경험의 emotion 감정; 정서  

(a. emotional 정서의; 감정적인) get in the way of ~을 방해하다, ~의 방해가 되

다 adequately 충분히, 적절히 reaction 반응 neutralize 무효화[상쇄]시키

다 desired 바랐던, 희망했던

구문 해설

[1행] [Setting the stage for negotiations] is a lot like creating a 

battle plan.

▶ 동명사구인 [ ]가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9행] In addition, unexperienced negotiators often allow 

emotions to get in the way of their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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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A to-v」  ‘A가 ~하게 하다’ 

[11행] The key is [to be adequately prepared so that the 

emotional reactions {(which/that) one experiences} are 

neutralized and the negotiations come to their desired end].

▶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 「so that ~」  ‘~하도록’  

▶  { }는 선행사인 the emotional reaction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됨

079│② 

해설

②  앞 절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주절의 내용은 앞문장에서 

언급된 직물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분해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척 

과정이 ‘이어진다’는 내용이므로, 과거분사 followed로 고쳐야 한다.

①  일정 기간 동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recent years가 있으므

로,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have figured out은 맞는 쓰임

이다.

③  yarn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which는 맞는 쓰임이다.

④  resemble은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resembles는 맞는 쓰임이다.

⑤  전치사 by는 명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동명사 choosing은 

맞는 쓰임이다.

해석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옥수수 껍질, 닭 깃털, 볏짚같이 대개 쓰레기로 버

려지는 물품들로 직물용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러한 물질들을 분

해하는 데 화학 반응들이 사용되고, 세척 과정이 이어진다. 그 결과로 생겨

난 섬유는 털실로 가공되는데, 이것은 천을 만드는 데 쓰인다. 볏짚과 옥수

수 껍질로 만들어진 천은 면과 유사한 반면에, 닭 깃털로 된 천은 양모와 유

사하다. 몇 년 후면 이 천들이 양산될 것이지만, 재활용 천으로 만들어진 옷

들은 이미 많은 상점들에서 구할 수 있다. 당신이 구매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름으로써, 당신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어휘 figure out ~을 알아내다 yarn (직물용) 실 cornhusk 옥수수 껍질

straw 짚, 밀짚 chemical 화학적인 break down ~을 부수다; *분해하다

material 물질 process 과정 fiber 섬유, 섬유질 spin A into B A를 짜서 B

로 만들다 fabric 직물, 천 cotton 면 resemble 닮다, 유사하다 wool 양
털, 양모 mass produce 대량 생산하다[양산하다] recycle 재활용하다 

available 이용할[구할] 수 있는 

구문 해설

[6행] The fabrics [made from rice straw and cornhusks] are 

similar to cotton, while the chicken-feather fabric resembles 

wool.
▶ [ ]는 The fabric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while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11행] By choosing [what you buy] carefully, you can help 
protect the planet.

▶ 「by v- ing」  ‘~함으로써’

▶ [ ]는 choos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절

▶ help는 목적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취함

080│⑤ 

해설

(A)   앞의 명사구 their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

야 하므로, to copy가 적절하다.

(B)   문맥상 ‘거의’ 50년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사 nearly가 적절

하다.

(C)   주어와 목적어가 African grey parrots로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적절하다.

해석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조류라고 여

긴다. 이 아프리카 앵무새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낸 소리를 흉내 

내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애완동물로 길러지면, 그것들은 전화가 울리는 

소리같이 가정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도 흉내 낼 수 있다. 야생에서 그것들은 

혼자 사는데, 평균 수명이 거의 50년이다. 위협을 받으면, 아프리카 회색 앵

무새는 깃털을 부풀려 스스로를 더 커 보이게 만든다. 이 새들이 실제로 얼

마나 영리한지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행동이다.

어휘 parrot 앵무새 intelligent 영리한, 똑똑한 species (동식물의) 종

copy 복사하다; *모방하다, 따라 하다 keep 유지하다; *기르다 imitate 모방하다 

common 흔한 household 가정의 ringing 울리는[울려 퍼지는] 소리

average 평균(의) lifespan 수명 threaten 위협하다 behavior 행동

prove 증명하다 just (의문사 앞에서) 정확히 말해서 clever 똑똑한, 영리한

구문 해설

[5행] [When (they are) kept as pets], they’ll even imitate 

common household noises ….
▶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면 부사절의 「주어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음

[10행] It is this kind of behavior that proves [just how clever 

these birds really are].

▶ 「 It is ~ that」은 ‘…한 것은 바로 ~이다’라는 의미의 강조 구문

▶  [ ]는 동사 prov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로, 「의문사+S+V」

의 어순을 취함

081│④ 

해설

④ 세 단계에 걸친 실험에서 개는 연구원들이 빈 그릇을 가리킨 적이  

있었음을 알고 인간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게 됐다는 내용이므로, 

trustworthy를 untrustworthy로 고쳐야 한다.

해석

일본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최근 한 연구에서, 개들에게 두 개의 그릇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만 음식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한 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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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숨기고 있는 그릇을 가리켰고, 대부분의 개가 그 보상을 찾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개에게 먼저 어느 그릇이 음

식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다음에, 연구원은 빈 그릇을 가리켰고 

개가 그곳으로 달려가도록 권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에게 다시 두 개의 

그릇을 보여주었고, 연구원은 정확한 그릇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

들은 연구원이 믿을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중 8퍼

센트만이 가리켜진 방향으로 갔다. 이 연구는 개들이 인간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그에 맞춰 행동을 조절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휘 perform 수행하다, 실시하다 present 주다 container 그릇, 용기

hide 감추다[숨기다] reward 보상 conceal 감추다, 숨기다 encourage 

격려하다; *권장[장려]하다 phase 단계[시기] indicate 나타내다[보여 주다]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reliable 믿을[신뢰할] 수 있는 adjust 조정[조절]

하다 accordingly 부응해서, 그에 맞춰

구문 해설

[3행] A researcher then pointed at the container [hiding the 

food], and most dogs would run there to find the reward.

▶ [ ]는 the container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13행] This study shows [that dogs use their experience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human beings are reliable} and 

adjust their behavior accordingly].

▶ [ ]는 show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use와 adjust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 }는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determine의 목적어로 쓰

임

082│③ 

해설

(A)   껍데기의 기능은 파리 유충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protect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detect ‘발견하다[감지하다]’

(B)   가장 가까운 대륙이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위치해 있다’는 내용이므로 

lies가 적절하다. lay ‘놓다[두다]’

(C)   과학자들이 파리가 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진화했을’

지도 모른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evolved가 적절하다. 

revolve ‘돌다[회전하다]’

해석

최근, 남극에 있는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파리 화석을 발견하게 되어 깜짝 

놀랐다. 그러한 파리는 그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 파리 

화석은 그것이 성장할 때 그 종(種)의 유충을 보호하는 껍데기의 일부였는

데, 이것은 이 곤충이 한때 남극에서 살아서 번식했음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파리는 어떻게 남극에 도달했을까? 가장 가까운 대륙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낮아서 그 거리가 더 가까웠던 시기

에 파리들이 그곳으로 날아왔다고 생각한다. 다른 과학자들은 파리가 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이전인, 남극이 호주와 남미 대륙에 연결되어 있던 시절

에 진화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어휘 Antarctica 남극 대륙 fossil 화석 tiny 아주 작은, 미세한 region 지

방, 지역 shell (달걀, 견과류 등의) 딱딱한 껍데기[껍질] insect 곤충 breed 

(동물이)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distance 거리 previously 이전에; 미리

connect 잇다, 연결하다

구문 해설

[1행] Recently, scientists in Antarctica were surprised to find a 

fossil of a tiny fly.

▶  to find는 감정(surprised)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

사

[10행] Others believe [(that) they may have evolved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
▶  [ ]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됨

▶  「may have p.p. 」는 ’ ~했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

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냄

083│③ 

해설

(A)   치킨 게임의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principle이 적절하다. 

principal ‘교장’

(B)   게임에 참여하는 두 ‘경쟁자’ 중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결

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competitor가 적절하다. 

competition ‘경쟁; 시합’

(C)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더 자주 사용된

다는 내용이므로, economics가 적절하다. economic ‘경제의’

해석

‘치킨(겁쟁이)’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

는 ‘게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 원칙은 먼저 차를 돌리는 운전자가 ‘패

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두 경쟁자 중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용어는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그것은 두 국가가 잠재적인 갈등

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실제 ‘치킨’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둘 

중 어느 나라도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물러서지 않

는다면, 그것은 재정 위기 혹은 심지어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어휘 loser 패자 neither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 give in (~에게) 항복하다; 

굴복하다 devastating 대단히 파괴적인; *치명적인 political science 정치학 

conflict 갈등[충돌] actual 실제의 back down 굽히다; 패배를 인정하다

crisis 위기 nuclear war 핵전쟁

구문 해설

[1행] The term “chicken” is sometimes used to describe a 

“game” [in which two cars are driven toward each other].

▶ 「be used to-v」  ‘~하는 데 사용되다’

▶ [ ]는 선행사 a “gam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3행] The principle is [that the driver {who turns away first} is 

considered the “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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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인 the driv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어법 ·어휘 모의고사 03
084 ③     085 ③     086 ⑤     087 ③     088 ④     089 ①     090 ⑤

084│③ 

해설

③  「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의 가정

법 과거 구문이므로, 주절의 동사를 would be로 고쳐야 한다. 

①  문장의 주어가 The Amazonian moth이므로, 단수 동사 weaves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앞에 나온 Urodidae cocoons를 가리키므로, 복수 지시대명사 they
가 쓰인 것은 맞다. 

④  help는 목적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하므로, 동사원형 

protect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임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쓰인 prove는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이고 

보어로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useful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우로두스과의 아마존 강 나방은 곤충 계에서 가장 특이하면서 아름다운 고

치를 짠다. 다른 고치들은 곤충을 완전히 둘러싸는 반면에, 우로두스 고치는 

맨 아랫부분에 출구가 있는 그물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긴 명주실로 

나뭇잎의 아래쪽에 매달려 있다. 이 고치의 독특한 개방 구조는 빗물이 그것

을 쉽게 투과해 흐르도록 만든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나방은 

익사할 위험에 처하게 될 텐데, 이는 그것들이 고치에 있는 내내 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긴 명주실은 침입해오는 개미들로부터 나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치의 맨 아래에 트인 부분은 나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유

용함이 드러난다.

어휘 Amazonian 아마존 강의 moth 나방 weave (옷감 ·바구니 등을) 짜다 

[엮다] insect 곤충 unusual 특이한, 흔치 않은 cocoon (곤충의) 고치

surround 둘러싸다, 에워싸다 exit 출구 underside 밑면[아랫면] thread 

실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escape 달아나다; *새어[빠져] 나가다 at risk 

of ~의 위험에 처한 drown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throughout ~ 동안 죽,  

내내 meanwhile 그 동안[사이]에; *한편 string 끈, 줄 invade 침입[침략]하

다 prove 입증[증명]하다; *(~임이) 드러나다 emerge 나오다[모습을 드러내다]

구문 해설

[6행] The cocoon’s unique open structure allows rainwater to 
flow easily through it.
▶ 「allow A to-v」  ‘A가 ~하게 하다’

[12행] The opening [at the bottom of the cocoon] proves useful 
once the moth begins to emerge. 

▶  전치사구인 [ ]의 수식을 받는 The opening이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

수 동사 proves가 쓰임

085│③ 

해설

(A)   ‘~이 되다’라는 의미의 become은 보어가 필요한 자동사이므로, 형용

사인 visible이 적절하다.

(B)   문맥상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

로, to detect가 적절하다. 

(C)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필요하므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해석

UC 버클리대의 과학자들은 욕창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 전에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놀랄 만한 새로운 반창고를 만들어 냈다. 욕창은 보통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며 생기는 장기간의 압력으로 인해 환자의 피부가 손상될 때 생겨난

다. 이 반창고는 욕창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발생하는 초기 조직 손상

을 찾아내기 위해 전류를 사용한다. 세포가 죽거나 손상되면, 세포막의 구조

가 변하게 되어 더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것이 반창고에 의해 탐

지되는 것이다. 이 기구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그것이 조만간 반창고와 상처

를 덮는 붕대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어휘 remarkable 놀랄 만한, 놀라운 bandage 붕대, 반창고[밴드]

diagnose 진단하다 visible (눈에) 보이는, 알아볼 수 있는 (adv. visibly 눈에 띄

게, 분명히) develop 개발하다; *(병 ·문제가) 생기다 damage 손상을 주다, 피해

를 입히다; 손상, 피해 pressure 압박, 압력 lay up ~을 드러눕게[꼼짝을 못하게] 

하다 electrical 전기의; 전기를 이용하는 current 흐름; *전류 detect 발견하

다[알아내다/감지하다] tissue (세포) 조직 pass through (~을) 거쳐[지나] 가다  

device 장치[기구] wound 상처, 부상 dressing (요리) 소스; *(상처 위에 덮는) 

드레싱[붕대]

구문 해설

[1행]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ve 

created a remarkable new bandage [that can diagnose 

bedsores before they actually become visible]. 

▶  [ ]는 선행사인 a remarkable new bandag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

▶ they는 앞에 나온 bedsores를 가리킴 

[4행] Bedsores develop when a patient’s skin is damaged by 

long periods of pressure, usually from being laid up in bed.

▶  동작의 주체인 환자(a patient)가 침대에 ‘눕게 되며’ 생기는 수동의 의

미이며 전치사 from의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를 취하므로, 수동형 동

명사 being laid up이 쓰임 

[12행] The scientists [who developed the device] hope [that it 
will soon become a part of bandages and wound dressing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scientis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hop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086│⑤ 

해설

⑤  주절의 주어는 관계사절 that also … injunctive message의 수식을 

받는 the households이며, 동사가 필요하므로 reduced로 고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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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

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앞의 the power of injunctive norm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to influence가 쓰인 것은 맞다.  

③  문맥상 두 집단 중 다른 하나를 언급해야 하므로, The other가 쓰인 것

은 맞다. 

④  앞 절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 반면’의 의미를 나타

내는 접속사 while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명령 규범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행동으로 여

겨지는 것에 관한 개인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캘리포니아 가정에서의 에너

지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한 심리학자팀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 규범의 힘을 실험했다. 그들은 절반의 가정에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

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그들의 이웃과 비교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

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머지 절반의 가정은 그와 동일한 정보에 명

령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모티콘까지 받았다. 평균 이하의 에너지양

을 소비한 가정은 웃는 얼굴의 그림을 받았지만, 평균 에너지양 이상을 소

비한 가정은 찡그린 얼굴의 그림을 받았다. 첫 번째 그룹의 평균 에너지 사

용량은 하루 1.22kWh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명령 메시지도 받은 가정들은 

에너지 소비를 하루 평균 1.72kWh까지 줄였는데, 이는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명령 메시지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어휘 injunctive 명령적인, 금지의 be concerned with ~에 관계가 있다 

sense 감각; 감[의식/느낌] regard ~으로 여기다; (어떤 감정 ·태도를 갖고) ~을 보다

acceptable 용인되는[받아들여지는] (↔ unacceptable) household 가정

influence 영향을 주다[미치다] conserve 아끼다, 아껴 쓰다 emoticon 이모티

콘 consume 소모하다 (n. consumption 소비[소모](량)) average 평균의 

electricity 전기, 전력 frowning 찌푸린 얼굴의  

구문 해설

[6행] They provided half of the households with information 

about [how much they use their energy] compared to their 

neighbors, along with tips on how to conserve energy.

▶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  첫 번째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

+S+V」의 어순을 취함

▶ 「how to-v」  ‘~하는 방법’

[11행] Households [consuming less than the average amount 
of electricity] received a smiley face, while those [consuming 

more (than the average amount of electricity)] received a 

frowning face.

▶ 두 개의 [ ]는 각각 Households와 those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087│③ 

해설

(A)   enable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write가 적절하다.   

(B)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tak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

되어 있으므로, 동명사 rewriting이 적절하다. 

(C)   셀 수 있는 명사 variables를 수식해야 하므로, a few가 적절하다.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

해석

오랫동안, 스토리텔링은 인간만의 고유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인공 지능 전

문가들은 현재 컴퓨터가 소설과 논픽션 둘 다를 쓸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들로 작성된 기사와 보고서는 매우 설득력

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글들이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흔히 정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방대한 

양의 가공되기 전 자료를 가져다가, 이야기의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

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재작성함으로써 작용한다. 게다가, 컴퓨터의 문체

는 그저 약간의 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 컴퓨터는 거창한 이야

기에서 많은 정보를 담은 부분까지도 쓸 수도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그러고 

나서 맥락,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감성을 더할 수 있다.

어휘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오로지, 오직 ~뿐 artificial 인공[인조]의

intelligence 지능 expert 전문가 algorithm 알고리즘, 연상(법) fiction 소

설; 허구 nonfiction 논픽션(소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글의 총칭)

article 글, 기사 convincing 설득력 있는 raw 날것의; *가공[처리]되지 않은

organize 준비[조직]하다; *정리하다, 체계화하다 rewrite 다시[고쳐] 쓰다 

clearly 분명히, 알기 쉽게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다; *전하다[알리다]

core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alter 바꾸다, 고치다 variable 변수 context 맥
락, 문맥 analysis 분석

구문 해설

[2행]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s are now creating 

algorithms [that enable computers to write both fiction and 

nonfiction].

▶ [ ]는 선행사인 algorithm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both A and B」  ‘A와 B 둘 다’

[5행] Articles and reports [produced by these computers] are 

so convincing that most people think [(that) they were written 

by a human].

▶ 첫 번째 [ ]는 Articles and report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so+형용사[부사]+that …」  ‘매우 ~해서 …하다’

▶  두 번째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앞에 접속사 that
이 생략됨 

[7행] The programs work by taking huge amounts of raw data, 

[which humans often find difficult to organize and understand], 

and rewriting it all in a way [that clearly communicates the 

core idea of a story].

▶ 「by v- ing」  ‘~함으로써’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huge amounts of raw data를 부연 설명하

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 wa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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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④ 

해설

④ 바로 앞 문장에 일부 기업이 아이디어 공유 체제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고 그러한 체제가 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경험의 

생산적인 ‘결합물’인 집단 지성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separation을 combination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최첨단에서 구식에 이르기까지의 발명의 여정인 혁신 주기는 많은 제품에 

있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동시에, 고객들은 점점 더 새롭고 향상된 특색

을 갖춘 제품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기업들은 계속 성

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야만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서, 일부 기업들은 아이디어 공유 체제의 활용을 통해 직원들 사이에서 창

조성을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체제는 개인의 창조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 그 조직 내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경험의 생

산적인 분리(→ 결합물)인 ‘집단 지성’에 의존한다. 창조적이 되기 위한 동기 

부여로써, 직원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고 상여금

을 받는다.

어휘 innovation 혁신, 쇄신 cutting-edge 최첨단의 obsolete 더 이상 필

요가 없는, 구식의 come up with ~을 제시[제안]하다 promote 촉진[고취]하다 

creativity 창조성, 독창력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지성 productive  

생산하는; *결실 있는, 생산적인 separation 분리, 구분 strengthen 강화하다 

individual 각각의, 개개의 motivation 자극; *동기 부여 recognition 알아봄, 

인식; *인정, 표창 contribute 기부[기증]하다;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outstanding 뛰어난, 걸출한

구문 해설

[9행] These systems rely on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roductive combination of the ideas,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all the various people within the organization], 

to strengthen individual creativity. 

▶ “collective intelligence”와 [ ]는 동격 관계

▶ to strengthen은 목적을 나타내는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13행] As motivation for being creative, employees receive 

recognition and bonuses for contributing outstanding ideas.

▶ As는 ‘~로써’라는 의미로 쓰인 전치사

▶ being과 contributing은 각각 전치사 for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089│① 

해설

(A)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 중 한 명에게 남자아이 옷을 입힌다는 내용이므

로, absence가 적절하다. presence ‘(특정한 곳에) 있음, 존재(함)’

(B)   다음번 아이가 아들이 ‘될 것 같은’의 의미이므로, likely가 적절하다. 

likable ‘호감이 가는, 마음에 드는’

(C)   문맥상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제한된 역할로 다시 ‘변화[변천]’해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transition이 적절하다. transmission 

‘전염, 전파, 전달’

해석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성(姓)을 물려받고 재산을 상속받을 남자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이유로,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가족들

은 때때로 딸 중 한 명을 남자아이처럼 옷을 입히는데, 이런 관습은 ‘bacha 

posh’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가족의 다음번 아이가 아들일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bacha posh 딸은 직업을 

구하고, 교육을 받고,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이 주로 남

자아이들에게 부여되는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종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제한된 역할로 도로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

한다. 

어휘 shameful 수치스러운, 창피한 inherit 상속받다, 물려받다 property 

재산, 소유물 reserve 예약하다; *보유하다, 확보하다 freedom 자유

restricted 제한된[한정된] Afghan 아프가니스탄(말, 사람)의

구문 해설

[1행] ..., it is considered shameful [not to have a male child to 
continue the family name and (to) inherit property].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to continue와 (to) inherit는 a male chil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의 to부정사

[5행] It is believed [that doing so makes it more likely {that the 

family’s next child will be a son}].

▶ 첫 번째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두 번째 it은 가목적어이고, { }는 진목적어

090│⑤ 

해설

⑤ 대수층에서 물을 너무 많이 퍼 올리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빗물을 

모아 사용함으로써 대수층 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increase는 decrease로 고쳐야 한다. 

해석

멕시코 시티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이것은 그 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도시가 너무 많은 물을 소비하기 때

문에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의 주된 수도 공급은 그 도시 아래에 있는 

대수층에서 이루어진다. 불행하게도, 이 물은 그것이 자연적인 수원(水源)

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펌프로 퍼 올려지고 있어서 지반 침하

를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다량의 물이 누수 파이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대수층에 대한 물 수요를 증가시키기(→ 감소시키기) 위해서 

빗물을 수집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멕시코 수도 시민들은 물을 절약하는 것을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어휘 sink 가라앉다[빠지다] threaten 위협하다, 협박하다 infrastructure 

사회[공공] 기반 시설 supply 공급[비축](량) replace 대신[대체]하다 soil 토
양, 흙 sinkage 가라앉음, 함몰, 침하 leak (액체 ·기체가) 새다 official (고위) 

공무원[관리] capital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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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1행] This is causing problems [that threaten the city’s 

infrastructure].

▶ [ ]는 선행사인 problem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8행] City officials are working on a project [that will collect 
rainwater] in order to decrease the demand for water from 

the aquifers.

▶ [ ]는 선행사인 a projec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in order to-v」  ‘~하기 위해서’

어법 ·어휘 모의고사 04
091 ⑤     092 ⑤     093 ④     094 ④     095 ⑤     096 ①     097 ③

091│⑤ 

해설

⑤  allow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 share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구조이므로, (to) recognize로 고쳐야 한다.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recent years
가 있으므로, 현재완료 have become이 쓰인 것은 맞다. 

②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 promote가 주격 보어로 쓰인 것은 맞다.  

③  뒤에 명사구 their race, … their life가 왔으므로, 전치사 because 

of가 쓰인 것은 맞다. 

④  각각의 책에 제목이 ‘지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is given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인간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행사들이 최근에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행사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인간 ‘책’으로써 공유하기 위해 

자원하고, 행사 참가자들은 자원 봉사자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함으로

써 책을 ‘읽는다’. 이 행사의 목적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책’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종, 종교, 또는 몇몇 

삶의 다른 측면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왔다. 각각의 ‘책’에는 독자들과 사회

가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편견을 다룬 제목이 지어지고, 그 ‘책’

은 그들의 정중한 대화를 통해 편견에 도전한다. 인간 도서관 행사는 배제된 

개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 내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만드

는 좋은 방법이다. 

어휘 increasingly 점점 더 individual 개인 share 공유하다

participant 참가자 face- to- face 마주 보는, 대면하는 promote 촉진[고취]

하다 mutual 상호 간의, 서로의 community 주민, 지역 사회 discriminate 

식별하다; *차별하다 race 경주; *인종 religion 종교 address 주소를 쓰다;  

*말하다 common 흔한 prejudice 편견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도전하

다 respectful 공손한 exclude 제외[배제]하다 recognize 알아보다; *인정

[인식]하다 diversity 다양성   

구문 해설

[10행] Each “book” is given a title [that addresses common 

prejudices {that readers and society may have}], ….
▶ [ ]는 선행사인 a tit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선행사인 common prejudic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92│⑤ 

해설

(A)   it은 가주어이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B)   requir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가 적절하다. 

(C)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reaches가 적절하다. 

해석

네팔에서는 드루가 여신이 어린 소녀들의 모습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믿어진다. 이 소녀들은 ‘쿠마리’나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린다. 이 소

녀는 눈 색과 치아 형태를 포함하여, 일부는 신체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쿠마

리로 선택된다. 그녀는 또한 몇몇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 가지 시험은 소

녀에게 가면을 쓴 남자들이 그녀에게 겁을 주려 하는 어두운 방 안에 있도록 

요구한다. 통과하기 위해 그녀는 시험 내내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일단 

선택되면, 쿠마리는 사원에서 살면서 사춘기가 될 때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

에게 숭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일부 사회 운동가들은 사원에 갇혀 지내는 것

은 소녀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육을 중단시킨다고 말하며 이러한 관습을 비

난한다. 그러나 이 관습은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전통으로 남아있다. 

어휘 goddess 여신 partly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physical 육체[신체]의 

masked 마스크[가면/복면]를 쓴 frighten 겁먹게[놀라게] 만들다 select 선발

[선택]하다 temple 사원, 절 worship 예배하다, *숭배하다 puberty 사춘기  

activist (정치 ·사회의) 운동가, 활동가 criticize 비판[비난]하다 custom 관습, 

풍습 confinement 갇힘, 얽매임; 가둠 restrict 제한[한정]하다 interrupt 
방해하다[중단시키다] practice 실천; *관행, 관례 cultural 문화의   

구문 해설

[6행] One test requires the girl to be inside a dark room [where 

masked men try to frighten her].

▶ [ ]는 선행사인 a dark room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12행] Some activists criticize this custom, [saying that 
confinement to temples restricts the girls’ freedom and 

interrupts their education].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분사구문의 동사 restricts와 interrupts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93│④ 

해설

④  행위의 대상인 Many (moulins)가 수년 동안 뚫려 있었다고 ‘알려졌다’

는 내용이므로, 현재완료 수동태 have been known으로 고쳐야 한다.

①  문맥상 ‘그래서 ~하다’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

야 하므로, to be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②  주절의 주어 meltwater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Flowing이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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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맥상 ‘~하는 한’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as long a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2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명사일 경우 「타동사+부사+명사」 또는 「타동

사+명사+부사」의 어순을 취하므로, fill the moulin up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해빙수의 줄기가 빙하 표면의 틈이나 약한 부분으로 흘러들어 가면, 그것은 

빙하 구혈이라고 불리는 좁은 수직 터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빙하 구혈은 

폭이 10m까지 커질 수 있으며, 깊이는 수백 미터가 될 수 있어, 빙하 맨 아

래까지 이른다. 충분하게 흐르면, 해빙수는 최소한 한 달 내로 빙하 구혈을 

형성할 수 있다. 일단 그것이 형성되면, 해빙수가 계속 흐르는 한 벌어져 있

을 것이다. 많은 빙하 구혈이 수년 동안 뚫려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해빙

수가 얼고 나면 눈이 빙하 구혈을 채우기 시작하고, 결국 빙하 구혈은 점점 

막히게 될 것이다. 

어휘 stream 개울; *(액체 ·기체의) 줄기 meltwater 해빙수 (눈이나 얼음이 녹은 

물) flow 흐르다 crack 금; *(좁은) 틈 spot 점, 반점; *(특정한) 곳[장소] 

glacier 빙하 vertical 수직의, 세로의 wide 넓은; *폭이 ~인 deep 깊이가  

~인 extend 확대[확장]하다; 연장하다 sufficiently 충분히 form 형성되다; 형

성시키다 freeze 얼다 fill up (~으로) 가득 차다, ~을 가득 채우다 eventually 

결국 close up 문을 닫다; *좁아지다, 점점 막히다

구문 해설

[4행] …, and they can be hundreds of meters deep, [extending 

all the way to the bottom of the glacier].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all the way to」  ‘~까지’

[10행] …, if the meltwater freezes, then snow will start ….

▶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현재시제로 나타냄

094│④ 

해설

(A)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understand가 적절하다.  

(B)   다수 중 일부 집단은 some으로, 또 다른 집단은 others로 나타내므

로, others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C)   「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의 가정

법 과거 구문이므로, would가 적절하다. 

해석

기능주의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쥐덫에 대해 생

각해 보라. 비록 가장 흔한 쥐덫은 나무로 된 발판과 금속 빗장으로 되어 있

지만, 다른 여러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것은 상자를 이용하고 또 다

른 것은 독을 사용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쥐를 잡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와는 상관없

이 구조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자를 수 있지만, 다

른 많은 것들도 역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자르는 용도

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다이아몬드일 것이다. 기능주

의에 따르면, 정신 상태는 다이아몬드라기보단 쥐덫에 더 가깝다. 정신 상태

는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보다는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의해 

좀 더 명확히 정의된다. 

어휘 functionalism 기능주의 propose 제안[제의]하다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function 기능하다[작용하다] trap 덫, 올가미 platform (기차역

의) 플랫폼; *(장비를 올려놓기 위한) 대 strike 타격; *미끼를 물기 bar 빗장; 창살 

poison 독, 독약 matter 중요하다; 문제 되다 structural 구조상의, 구조적인  

essence 본질, 정수, 진수 independent 독립된; *별개의 define 정의하다; *규

정하다, 분명히 밝히다        

구문 해설

[1행] Functionalism proposes [that our mental states should 
be identified by the way {that they function}].

▶  제안 ·요구 ·주장 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이어지는 that절의 내용이 ‘~

해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

형」을 써야 함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7행] …, all [that matters] is [that it can catch or kill mice].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ll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이때 all은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 is가 쓰임 

▶ 두 번째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주격 보어 역할을 함     

[9행] …, a diamond has a structural essence [that is 

independent of {what it is used for}].

▶ [ ]는 선행사인 a structural essenc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095│⑤ 

해설

⑤ 반창고로 주사를 대신하는 기술은 기존 주삿바늘보다 더 적은 양의 약품

을 사용하여, 독감 철의 약품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

우므로, intensify는 lessen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진료소에서 주사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이 이런 

불쾌한 경험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피하 주사기의 대체 수단을 

발명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창고를 통해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작은 현

미침을 사용하며, 침이 녹으면서 약품을 방출한다. 전 과정은 고작 몇 분밖

에 걸리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은, 반창고를 붙이는데 의학적인 훈련이 필요

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반창고를 사다가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창고는 전통적인 주삿 바늘보다 더 적은 

양의 약품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 하는 약품의 분량을 줄일 가능성을 부여

한다. 이는 독감 철에 약품 부족을 강화할(→ 완화할) 수 있다. 

어휘 get a shot 주사를 맞다 alternative 대안, 대체 수단 microneedle (현

미경 조작에 사용되는) 현미침, 미세침 patch 부분; 조각; *반창고 release 풀어 주다; 

*방출하다 dissolve 녹다, 용해되다 procedure 절차[방법] apply 신청하다;  

*바르다 drugstore 약국 intensify 심해지다; *심화시키다, 강화하다 flu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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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해설

[1행] To help people avoid this unpleasant experience, ….
▶ To help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7행] Even better, medical training isn’t required to apply the 

patch. 

▶  부사 even, still, much, far,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함

[9행] These patches also use less medicine than traditional 
needles, [which gives them the potential to reduce the amount 
of medicine {that needs to be produced}].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to reduce는 the potentia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선행사인 medici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96│①

해설

(A)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이 언어들을 ‘살아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live가 적절하다. 

dead ‘죽은; (언어 등이) 사용되지 않게 된’ 

(B)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의 예시로 켈트어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는 내

용이 자연스러우므로, active가 적절하다. passive ‘수동적인, 소극적

인’

(C)   켈트어 사용자의 노력으로 보아 인터넷이 소멸해가는 언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므로, serve가 적절하다. reserve 

‘예약하다’ 

해석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은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은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광범위한 영어 사용에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언어들이 살아있도

록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약 1,000개에 이르는 언어가 현재 온라인 상

에서 읽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다수는 소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쓰

는 사람들은 그들 언어의 사용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켈트어를 쓰는 사람들은 온라인 사전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마침내 인터넷은 소멸

해가는 많은 언어가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extinct 멸종된 endangered 위험[위기]에 처한; 멸종될 위기에 이른

widespread 광범위한, 널리 퍼진 estimate 추정[추산]하다 currently 현재, 

지금 minority 소수, 소수 집단 Celtic *켈트어의, 켈트족의 native tongue 

모국어 ensure 반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 survival 생존

구문 해설

[2행] One reason [so many languages are endangered] is the 

widespread use of English, especially on the Internet. 
▶  주어 One reason이 관계부사절 [ ]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단수 동

사 is가 쓰임 

[4행] However, the Internet is also being used to keep these 

languages alive. 

▶ to keep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keep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 alive가 쓰임

[6행] It is estimated [that up to 1,000 languages can currently 

be read online].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097│③ 

해설

(A)   보조개가 선천적 결손증의 ‘결과’이므로 result가 적절하다. cause ‘원

인’

(B)   엉덩이에 있는 보조개는 볼에 있는 보조개보다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므로, visible이 적절하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C)   보조개는 나이가 들어 근육이 늘어짐에 따라 서서히 사라질 수 있어서  

사람들이 보조개를 젊음과 ‘연관 짓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ssociate가 적절하다. dissociate ‘분리하다’

해석

많은 문화권에서 보조개 있는 볼은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보조개가 일종의 선천적 결손증의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일지

도 모른다. 보조개는 축소된 얼굴 근육에 의해 가장 흔히 유발된다. 사람이 

미소 지을 때, 이 축소된 근육이 피부를 잡아당겨서 보조개를 만든다. 비록 

보조개가 엉덩이와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얼굴

에 있는 것들처럼 눈에 띄지 않아서 덜 갖고 싶어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

육이 늘어지면서 보조개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

조개를 젊음과 연관 짓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어휘 dimpled 보조개가 생긴 cheek 볼, 뺨 attractive 매력적인  

birth defect 선천적 결손증 shorten 짧게 하다, 단축하다 buttock 엉덩이 

desirable 바람직한; 호감 가는, 가치 있는 fade 바래다; *서서히 사라지다

stretch 늘이다, 늘어지다 youthfulness 젊음 

구문 해설

[2행] Therefore, it might be surprising [to learn {that many 

dimples are the result of a kind of birth defect}]. 
▶ it은 가주어, [ ]가 진주어

▶ { }는 to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8행] …, they are not as visible as those on the face, and are 

therefore less desirable. 

▶ 「as+원급+as A」  ‘A만큼 ~한’ 

[11행] This may be (the reason) [why many people associate 

them with youthfulness]. 

▶  [ ]는 생략된 선행사 the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로, 선행사로 

일반적인 명사 time, place, reason 등이 오면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

가 생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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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어휘 모의고사 05
098 ⑤     099 ②     100 ③     101 ④     102 ②     103 ①     104 ④  

098│⑤ 

해설

⑤  enough가 부사로 쓰일 경우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하므로 satisfied 

enough로 고쳐야 한다.

①  복수 명사 Products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인 것은 맞다. 

②  「such+a(n)+(형용사)+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Such a 

product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전치사 before의 목적어로 동명사 break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앞에 나온 A washing machine을 가리키는 소유격 지시대명사가 필

요하므로, it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도록 설계된 제품들은 ‘계획적 진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제품은 작동이 멈추면, 그 소유주가 최신 모델을 살 필요성을 느끼도

록 그에 대한 애착이 생길 때까지만 기능이 지속하게 설계된다. 예를 들어, 

세탁기는 보통 고장 나기 전까지 2년 정도밖에 기능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별로 대단치 않은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한 

지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그것의 필수적인 부품들이 닳기 시작해서, 대체물

이 구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적 진부화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같은 회사의 최신형을 구매하기에 충분할 만큼 기존 제품에 만족

해하는 것이 중요다.  

어휘 purposefully 고의로, 일부러 life span 수명 obsolescence 노후화, 

진부화 last 계속되다; *오래가다, (기능이) 지속[존속]하다 attachment 애착; 지지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break down 고장 나다 minor 작은[가벼운]

repair 수리, 보수 essential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wear out (낡아서) 떨어지

다 replacement 교체; *교체[대체](물) strategy 계획[전략] original 원래

[본래]의 up- to-date 최신의; 최신식의 version 판[형태]        

구문 해설

[1행] Products [that are purposefully designed to have a short 
life span] are said to be made with planned obsolescence.

▶ [ ]는 선행사인 Produc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2행] …, it is important [that customers (should) be satisfied 

enough with the original product to buy an up-to-date version 

from the same company].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important가 와서 that절에 「(should)+동사원형」이 쓰임  

099│②

해설

(A)   화산 위에서 화산재 구름 사이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이므로, 능동을 

의미하는 현재분사 flashing이 적절하다.

(B)   lead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lieve가 적절하다.  

(C)   선행사인 charges(전하)가 번개 형태로 ‘방출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are released가 적절하다. 

해석

분출하는 화산 위의 화산재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갯불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 화산 번개는 정말로 실재한

다. 대기 중 전력 측정뿐만 아니라 육안 및 사진 관측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화산 번개가 화산에서 분출되어 대기 중으로 들어가는 많은 양전하를 담은 

물질의 방출로 발생한다고 믿게 하였다. 이 이론이 몇 가지로 변형되었지만, 

과학자들은 방출된 미립자가 서로 충돌하거나 더 큰 미립자가 두 개의 작은 

미립자로 분리되거나 해서 나뉠 때 번개가 시작된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마치 뇌우와 같이 번개 형태로 방출되는 전하를 만들어낸

다.    

어휘 lightning 번개, 번갯불 bolt 볼트; *번쩍하는 번개 flash 비치다[번쩍이

다] ash 재; 화산재 erupt 분출하다 volcano 화산 (a. volcanic 화산의, 

화산 작용으로 만들어진) phenomenon 현상 photographic 사진(술)의  

observation 관찰, 관측 measurement 측정, 측량 atmospheric 대기의 

(n. atmosphere (지구의) 대기) ejection 방출, 분출 (v. eject 내쫓다; *튀어나

오게 하다) material 재료 variation 변화[차이] mostly 주로; 일반적으로  

particle (아주 작은) 입자[조각]; *미립자 collision 충돌 (사고), 부딪침 charge 

요금; *전하 thunderstorm 뇌우   

구문 해설

[4행] Visual and photographic observations, as well as 

measurements of atmospheric electricity, have led scientists 

to believe that volcanic lightning is caused by the ejection of 
material [carrying a large positive charge out of the volcano 

and into the atmosphere].

▶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며 B에 해당하는 

Visual and photographic observations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

므로, 복수 동사 have가 쓰임

▶ [ ]는 material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11행] …, but scientists mostly agree [that the lightning starts 

when ejected particles are separated, either by collisions with 

each other or when one large particle breaks into two smaller 

ones].

▶ [ ]는 agr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either A or B」  ‘A이거나 B’

100│③ 

해설

③  문맥상 나폴레옹이 ‘패배를 당한’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태 had 

been defeated로 고쳐야 한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은 연결망이 로

스차일드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주절의 시제(brought)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가 쓰인 것은 맞다.

①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인 the late 1700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

이 이어지므로, 관계부사 when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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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old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spread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것이므로, 동명사 dump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caus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ris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로스차일드 가(家)의 부는 17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유럽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 중 한 명이 된 때였

다. 그의 셋째 아들인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1811년 런던에서 N M 

Rothschild & Sons를 설립했다. 가문의 전설에 따르면 네이선 로스차일

드는 나폴레옹 전쟁 뒤에 거금을 벌었다고 한다. 이 가문의 개인 운송 업자

들과 전달자들의 연결망은 영국 정부가 알게 되기 하루 전에, (네이선) 로스

차일드에게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나폴레옹이 승리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모든 국채를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로스차일

드는 이른바 광범위한 투매를 일으켰다고 한다. 그 결과로 초래된 금융 위기

는 주가를 하락시켜, 영국의 승리 소식이 주가를 순식간에 올리기 전 로스차

일드가 푼돈으로 국채를 사들일 수 있게 했고, 이는 막대한 수익을 내게 해

주었다.

어휘 originate 비롯되다, 유래하다 found 설립하다 legend 전설 make 

a fortune 부자가 되다, 재산을 모으다 following ~후에 private 사유의, 개인 

소유의 network 망; 관계[네트워크] shipper 해운 회사, 운송 업자 defeat 패
배시키다[물리치다] state 말하다, 진술[서술]하다 dump 버리다; *(아주 낮은 가격

에) 팔아 치우다 stock 주식; 국채, 공채 allegedly 이른바 widespread 광범

위한, 널리 퍼진 financial 금융[재정]의 crisis 위기 penny 페니 (영국의 작은 

동전, 화폐 단위); 약간의 돈 rapidly 빨리, 순식간에 vast 어마어마한[막대한]

return 돌아옴; *수익      

구문 해설

[7행] The family’s private network of shippers and messengers 

brought news to Rothschild [that Napoleon had been defeated],  

one day before the British government found out.
▶ 앞에 나온 news와 [ ]는 동격 관계

[13행] The resulting financial crisis drove down prices, 

allowing Rothschild to purchase stocks for pennies before 

news of Britain’s victory caused prices to rise rapidly, 

[generating vast returns].  

▶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함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101│④ 

해설

(A)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people이 있으므로,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는 

number가 적절하다. 

(B)   다수의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는 의미이므로, 명

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사 whatever가 적절하다. 

(C)   명사 the person과 수식하는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killed가 적절하다. 

해석

공리주의자는 모든 행동은 절대다수의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이나 이득을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공리주의자에는 두 가지 형

태가 있는데, 행동 공리주의자와 규칙 공리주의자가 그것이다. 행동 공리주

의자는 개별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된 다수의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무

엇이든지 한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전적으로 그 행동이 만들어 내

는 결과에 달려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보다 더 큰 이득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한다면, 행동 공리주의자들은 그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살인과 같은 특정 행동

을 거부하는데, 이는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역사적인 증

거에 기초하여, 그러한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감소시킬 것

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즉각적인 이득에 근거하여 일련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신에,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역사적인 선례들을 고려하고 나서 그에 따라 

행동한다. 

어휘 utilitarian 공리주의자 benefit 혜택, 이득; 유익[유용]하다  analyze 분석

하다 individual 각각[개개]의 situation 상황, 처지, 환경 entirely 전적으로, 

완전히 outcome 결과 suffering (육체적 ·정신적) 고통 reject 거부[거절]하

다 murder 살인(죄), 살해 moral 도덕상의; *도의[도덕]적인 evidence 증거, 

흔적 reduce 줄이다[축소하다] long- term 장기적인 determine 알아내다, 

밝히다 immediate 즉각적인 precedent 선례, 판례; 전례 accordingly (상

황에) 부응해서, 그에 맞춰     

구문 해설

[7행] [Whether an action is right or wrong] depends entirely on 

the outcome [(which/that) it produces].

▶  첫 번째 [ ]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의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명사

절로, 문장의 주어로 쓰임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outcom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9행] So if killing someone provided a benefit to others [that 
was greater than the suffering of the person killed], act 
utilitarians would support it.
▶  「 If+주어+동사의 과거형 ~,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의 가

정법 과거 구문으로, ‘만약 ~라면, …할 텐데’의 의미 

▶ [ ]는 선행사 a benefi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it은 앞에 나온 killing someone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16행] So instead of determining a course of action [based on 

its immediate benefits], rule utilitarians consider precedents 

[set by history] and then act accordingly.

▶  두 개의 [ ]는 각각 a course of action과 precedents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구 

▶ 동사 consider와 act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102│②  

해설

② 파인애플 피쉬가 수중 동굴에 ‘서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

스러우므로, inhibit을 inhabit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가장 특이한 해양 생물 중 하나인 파인애플 피쉬는 호주 연안 해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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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다. 그것은 작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으며, 해수면 아래 

아주 깊숙이 있는 수중 동굴에서 억제하는(→ 사는) 경향이 있다. 그것의 이

름은 그 물고기가 파인애플을 닮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그것은 자신

을 보호해주는 단단한 비늘을 갖고 있으며, 아래턱 양쪽으로 빛을 내는 작은 

발광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보인다. 파인애플 피쉬는 

자기 입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데 이 불빛을 이용한다. 

어휘 unusual 특이한, 드문 coastal 해안[연안]의 cave 동굴 tough 힘든; 

*억센[튼튼한] scale 규모[범위]; *비늘 organ (인체 내의) 장기[기관] jaw 턱  

visible 보이는, 알아볼 수 있는 prey 먹이[사냥감] 

구문 해설

[1행] [One of the ocean’s most unusual creatures], the 
pineapple fish, is found in the coastal waters of Australia. 

▶ [ ]과 the pineapple fish는 동격 관계

[7행] …, and small luminescent light organs [on each side of 
its lower jaw], [which are most visible in darkness]. 

▶  첫 번째 [ ]는 small luminescent light organs를 수식하는 전치사

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small luminescent light organs를 부연 설

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103│① 

해설

(A)   피톤치드는 나무와 식물이 배출하는 ‘자연의, 천연의’ 항생 물질이므로 

natural이 적절하다. neutral ‘중립적인’

(B)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와 호흡기 질환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various가 적절하다. variable ‘변동이 심한, 가변적인’

(C)   피톤치드에 ‘노출’되는 것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Exposure가 적절하다. exposition ‘설명; 

전시[박람]회’

해석

나무와 식물들은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천연 항생 물질을 공기 중에 내뿜으

로써 해로운 곤충과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해

로울지도 모르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며 공기를 정화한다. 다양한 바이

러스와 호흡기 질환이 갈수록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감에 따라, 과학자들

은 이제 피톤치드와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 주는 이로움에 대해 더욱 더 커다

란 관심을 갖고 있다. 피톤치드에 노출되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

체에서 독소를 제거하며, 심지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여겨진다. 그 효과

의 정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가 진

행 중이다. 

어휘 insect 곤충 micro-organism 미생물 antibiotic 항생제, 항생 물질 

substance 물질 purify 정화하다 germ 세균, 미생물 respiratory 호흡

의, 호흡 기관의 strengthen 강화하다[되다], 강력해지다 immune system 면

역 체계 toxin 독소 relieve 없애[덜어] 주다; 완화하다[줄이다] extent 정도[규

모] conduct (특정 활동을) 하다; 수행하다 

구문 해설

[4행] This substance purifies the air, [killing germs and viruses 

that may be harmful to humans].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9행] Exposure to it is believed to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cleanse the body of toxins, and even relieve stress. 

▶  주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to strengthen, (to) cleanse, (to) 

reliev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12행] …, but resear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to find out 
more. 

▶  is (currently) being conducted는 「be being p.p. 」의 진행형 수

동태

▶ to find ou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104│④ 

해설

④ 평소에 착용해야 하는 신호 전송 장치가 집을 떠나는 것이 허용될 때는 

일시적으로 ‘(접속) 해제되어’야 하므로, connected는 disconnected로 

고쳐야 한다. connect ‘잇다, 연결하다’

해석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라고 밝혀지면, 그들은 때때로 집안에 머무

는 형을 선고받는다. ‘가택 연금’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감옥의 한 대안이며, 

일반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쓰인다. 가택 연금을 당하는 사람

들은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를 착용해야만 한다. 그것은 착용자가 지정된 영

역을 벗어나면 경찰에게 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특정한 활동을 

위해 집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 전자 장치가 일시적으로 

접속된다(→ 해제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택 연금에 반대한다. 그

들은 만일 수감자들이 집안의 모든 안락함을 누린다면, 처벌받고 있는 기분

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휘 guilty 죄책감이 드는; *유죄의 crime 범죄, 범행 be sentenced to ~의 

형을 받다 arrest 체포, 구류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commit 저지

르다[범하다] device 장치[기구] transmit 전송[송신]하다 notify 알리다[통지

하다] designated 지정된 electronic 전자의 temporarily 일시적으로, 임

시로 be opposed to ~에 반대하다 access 입장[접근]; 접근권, 접촉 기회 

구문 해설

[6행] It notifies the police [if its wearer leaves the designated 

area].

▶ [ ]는 접속사 if가 이끄는 명사절로, notifies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함

[10행] If prisoners have access to all the comforts of home, 

they argue, they won’t feel like they are being punished. 

▶  첫 번째 they는 바로 앞 문장의 Some people을 가리키고, 나머지 

they는 모두 prisoners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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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문장의 주어가 과거분사구 related to Silicon Valley Syndrome
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구 All these conditions이므로, 복수 동사 

have로 고쳐야 한다. 

①  ‘~와 연관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명사구 the various health 

problems를 수식해야 하므로, 과거분사 associated가 쓰인 것은 맞

다.

②  앞 문장에 쓰인 일부를 가리키는 Some에 이어, 다수 중에서 다른 일부 

집단을 가리키는 Other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On의 목적어로 동

명사 compensa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that절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that절 대신 가주어 it을 쓰므로, 주어 

자리에 i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실리콘 밸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다른 모바일 기

기 앞에 앉아 있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연관된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부 보고서는 미국인의 60%가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했는데, 거기에는 등과 목의 통증과 눈의 피로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보고서는 심지어 장기간의 전자기기 사용

을 당뇨병과 심장 질환의 위험성 증가와도 관련지었다. 실리콘 밸리 증후군

과 연관된 이러한 모든 질병은 또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질병들로 인해 생긴 통증을 치료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

금이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실리콘 밸리 증

후군으로 인해 줄어든 생산성은 매년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손실의 원인

이 된다고 여겨진다.

어휘 syndrome 증후군 describe 말하다[서술하다], 묘사하다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연관]짓다 fatigue 피로 link 연결[접속]하다; *관련짓다

electronic 전자의 risk 위험 condition 상태; *질환[문제]; (건강) 상태

economic 경제의 impact 영향, 충격 estimate 추산[추정]하다 annually 

해마다 compensate 보상하다; 보상금을 주다 productivity 생산성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의) 원인이 되다

구문 해설

[1행] The term “Silicon Valley Syndrome” has been created 

to describe the various health problems associated with 

spending too much time sitting in front of computers, laptops, 

and other mobile devices. 

▶ to describ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spend+시간+(in) v- ing」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4행] Some reports have shown that 60% of Americans have 

experienced such health problems, [which include back and 

neck pain and eye fatigue].

▶  [ ]는 선행사인 such health problem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

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11행] In fact, an estimated $20 billion is spent annually on 

compensating workers [dealing with pain {resulting from 

these conditions}].

▶ [ ]는 worker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 }는 pai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106│① 

해설

(A)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that
이 적절하다.  

(B)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people이 맥베스라고 ‘언급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referring이 적절하다. 

(C)   making의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인 hazardous가 적절하다.

해석

연극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연극 공연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가 없다. 무언가 잘못될 때는 그것은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심지어 위험한 일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지속되는 미신이 연극계에 존재하는 것

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맥베스’에 관련된 그런 미신이 두 가지 

있다. 우선, 그 연극이 리허설 중이거나 공연 중일 때를 제외하고 극장에서 

‘맥베스’라고 말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여겨진다. 대신, 사람들은 ‘맥베스’를 

언급할 때 ‘그 스코틀랜드 연극’과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두 번째

로, 그 연극은 제작에 관여된 사람들에게 불운하다고 믿어진다. ‘맥베스’ 공

연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

에는 몇 번의 다툼이 있고, 많은 장면이 안갯속이나 거의 어둠 속에서 이뤄

져서, ‘맥베스’가 배우들과 무대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험하게 한다.

어휘 play 놀이; 희곡; *연극 run 달리기; 운행; *장기 공연[상영] frightening 

무서운 come as no surprise 놀라운 일이 아니다 enduring 오래가는[지속

되는] superstition 미신 other than ~외에 rehearse 리허설[예행연습]을 

하다 indirect 간접적인 involved 관여하는, 관련된 reasonable 타당한, 합

리적인; *합당한 explanation 해명, 이유; 설명 take place 개최되다[일어나다]  

hazardous 위험한 (adv. hazardously 모험적으로; 운에 맡기어) stage crew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

구문 해설

[1행] The members of a theater production never know exactly 

[what will happen during a play’s run].

▶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

[6행] First, it’s considered bad luck [to say “Macbeth” in 

a theater other than when the play is being rehearsed or 
performed].

▶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인 [ ]가 진주어

▶ is being rehearsed or performed는 진행형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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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동사 ask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comment로 고

쳐야 한다. 

①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단수 명사 an experience이므로, 

단수 동사 triggers가 쓰인 것은 맞다. 

③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too ~ to-v」  구문이므로, to 

be가 쓰인 것은 맞다. 

④ 문맥상 ‘그저, 단지’라는 의미의 부사 merely가 쓰인 것은 맞다.

⑤  선행사가 사람인 Hoving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o
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심리학자들은 어떤 이의 능력과 자긍심에 대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불러

일으키는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토마스 호빙의 이름을 딴 ‘호빙 효과’란 용

어를 사용한다. 호빙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는 자존감이 낮았고 학교를 거의 

중퇴하려 했다. 하지만, 조각 수업이 있던 첫날에,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떤 

광채 나는 금속체의 예술적 특성에 대한 견해를 말하게 했다. 몇몇 학생들이 

그것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칭찬한 뒤에, 호빙은 그것이 너무 기계적이

고 실용적이어서 예술품이 될 수 없다고 평했다. 그의 관찰은 통찰력이 있었

는데, 왜냐하면 이 물건은 실제론 그저 의료 기구였기 때문이다. 그 경험 이

후로, 호빙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와 같은 일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

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

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된 호빙에게도 일어났

던 일이다.

어휘 trigger 촉발시키다; 유발하다, 일으키다 sudden 갑작스러운

realization 깨달음, 자각 self-worth 자아 존중감, 자긍심 self-esteem 자

존감 sculpture 조각, 조각품 seminar 토론식 수업, 세미나 comment 논평

하다, 견해를 밝히다 quality 질; 특성, 특징 mechanical 기계로 작동되는; *기계

적인 functional 기능 위주의, 실용적인 observation 관찰, 관측 insightful 
통찰력 있는 confidence 신뢰; *자신(감) concept 개념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certainly 틀림없이, 분명히 curator 큐레이터(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 

책임자) world-renowned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문 해설

[1행] Psychologists use the term “Hoving Effect,” [named after 
Thomas Hoving], to describe an experience [that triggers one’s 

sudden realization of his or her abilities and self-worth]. 

▶ 첫 번째 [ ]는 the term “Hoving Effect”를 부연 설명하는 과거분사구 

▶ to describ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n experienc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4행] An event like this can completely change one’s concept 
of [who he is] and [what he is capable of].
▶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두 개의 [ ]는 각각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

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함

108│④

해설

(A)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의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므

로, but이 적절하다. 

(B)   선행사인 his short stories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이 와야 하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관계사 that은 계

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C)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shine이 적절하다.

해석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대화체에 뛰어난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간결함의 거

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불필요한 정보가 생략되면 글이 더 흥미로워진

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미니멀리스트적인 문체는 그의 단편 소설에서 분명

히 드러나는데, 이들 소설에서는 제시된 심도 있는 주제를 직접 논하지 않

고 표면적인 요소에 집중한다. 때때로 헤밍웨이식 글쓰기의 ‘빙산 이론’이나 

‘생략 이론’으로 불리는 이러한 기법은 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설명되지 

않고 표면적인 요소들을 통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dialogue 대화(체) master 주인; *달인, 명수 simplicity 간단함, 간결

함 unnecessary 불필요한 leave out ~을 빼다[배제시키다] minimalistic 

미니멀리스트적인 (단순 요소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예술가 방식의) a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element 요소, 성분 directly 곧장, 똑바로

discuss 상의[의논]하다; *(말이나 글로) 논하다 theme 주제, 테마 iceberg 빙산 

omission 생략; 빠짐, 누락 shine through 빛나다[빛을 발하다] 

구문 해설

[6행] …, which concentrate on surface elements without 
directly discussing the deeper themes [that are present].
▶ [ ]는 선행사인 the deeper them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8행] [Sometimes (being) called Hemingway’s “iceberg theory” 

of writing, or the “theory of omission],” this technique is meant 
to let the true meaning of a piece of writing shine through the 

surface elements without [being directly explained].

▶  첫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수동형 분사구문으로, called 앞에 

being이 생략됨 

▶  두 번째 [ ]는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여기

서는 의미상 주어인 the true meaning of a piece of writing이 ‘설

명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쓰임

109│④ 

해설

④ 기업들은 사회적인 나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형성하고 고객

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의존한다,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

므로, avoid를 rely on 등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나비 한 마리가 정원에 있을 때, 그 나비는 보통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닌다. 

이 행동은 ‘사회적인 나비’라는 용어의 배경으로, 사교적인 상황에서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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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파티에서 사회적인 나비는 이 그룹에서 

저 그룹으로 옮겨가며, 그 누구와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즐겁게 이야기를 나

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적인 능숙함이 파티에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다

른 사람들을 쉽게 칭찬하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은 직

장에서도 역시 도움이 된다. 많은 기업들은 인맥 형성이나 고객들을 편안하

게 하기 위해 사회적인 나비를 회피한다(→ 필요로 한다). 몇몇 사람들은 타

고난 사회적인 나비이긴 하지만, 사교 기술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

면 누구든지 습득할 수 있다.

어휘 social 사회의; 사교상의, 사교와 관련된 refer to ~을 나타내다

extremely 극도로, 극히 chat 이야기를 나누다, 수다를 떨다 subject 주제[사안] 

adeptness 숙련, 뛰어남 workplace 직장 networking 인적 네트워크[정보망] 

형성 client 의뢰인[고객] put ~ at ease ~을 편안하게 해 주다, 안심시키다 

acquire 습득하다[얻다]

구문 해설

[2행] This behavior is behind the term “social butterfly,” [which 

refers to a person {who feels extremely comfortable in social 
situations}].

▶  [ ]는 선행사인 the term “social butterfl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선행사인 a pers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4행] At a party, a social butterfly will move from group to 

group, [happily chatting with anyone on any subject].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7행] The ability [to easily praise others and (to) discuss a wide 

variety of topics] is helpful in the workplace as well.
▶ 문장의 주어가 단수 명사구 The ability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  [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로, 각각의 

to praise와 (to) discuss는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110│④ 

해설

(A)   코알라가 수십 년 내로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므로 extinct
가 적절하다. distinct ‘뚜렷한, 분명한’

(B)   코알라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서식지 ‘파괴’라는 내용이 자연

스러우므로 destruction이 적절하다. construction ‘건설, 공사’

(C)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자는 제의가 ‘거부되었지만’ 이후로도 

주 정부에서 보호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rejected가 적

절하다. inject ‘주사하다, 주입하다’

해석

도시 개발, 산불,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호주의 코알라 개체 수의 심각한 감

소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코알라 종(種)이 향후 30년 내

로 완전히 멸종될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한다. 이 동물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은 서식지 파괴에서 온다. 따라서 환경 운동가들은 코알라가 서식하는 지역

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코알라를 멸종 위기에 처한 종(種)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에 그렇게 하자는 제의가 거부되었으나, 퀸즐

랜드주 정부는 이후 개발이 이 유일무이한 생명체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어휘 urban 도시의, 도회지의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decline 줄어

들다, 감소하다 habitat 서식지 environmentalist 환경 운동가 urge 강력

히 촉구[권고]하다 declare 선언[선포]하다 proposal 제안, 제의 ensure 반

드시 ~하게[이게] 하다, 보장하다 irreplaceable 그 무엇으로도 대체[대신]할 수 없는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구문 해설

[7행] Therefore, environmentalists are urging the government 
to declare koala bears an endangered species in order to 
protect the places [where they live].

▶ 「urge A to-v」  ‘A에게 ~하도록 촉구하다’

▶ 「 in order to-v」  ‘~하기 위해서’

▶ [ ]는 선행사인 the plac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11행] …, the government of Queensland has since taken steps 

to ensure [that development does not cause the irreplaceable 

loss of these unique creatures].

▶ to ensure는 step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en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111│① 

해설

(A)   문맥상 네쓰케가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예술품이라는 내용이므로, 

practical이 적절하다. practiced ‘연습을 쌓은, 숙련된’

(B)   앞 문장에 나온 담배 파이프나 돈 등을 ‘물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

연스러우므로, objects가 적절하다. objection ‘이의, 반대’

(C)   에도 시대의 특정 시기에 네쓰케의 ‘생산’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므로, production이 적절하다. productivity ‘생산성’

해석

네쓰케는 실용성을 갖춘 예술품이다. 이 작은 조각품들은 17세기에 발명되

었다. 그 당시에 일본 옷에는 담배 파이프와 돈과 같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주머니가 거의 없었다. 그 대신 이런 물건들은 허리띠에 달린 작은 보관 용

기에 넣어졌다. 네쓰케는 이런 보관 용기를 허리띠에 매기 위해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작은 예술품이 될 정도로 점점 더 정교해졌다. 

네쓰케의 생산은 일본 에도 시대의 1615년에서 1868년 사이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오늘날 그것은 전 세계의 수집가들을 위해 여전히 생산된다.

어휘 pipe 관; (담배) 파이프 container 그릇, 용기 fasten 매다[채우다]

elaborate 정교한, 공을 들인 peak 절정[최고조]에 달하다 collector 수집가

구문 해설

[5행] Instead, these objects were placed in small containers 

[hung from a belt].
▶ [ ]는 small container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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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①     113 ③     114 ③     115 ④     116 ⑤     117 ④     118 ③

112│① 

해설

①  올림퍼스 몬스가 태양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지형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known으로 고쳐야 한다. 

②  분사구문에서 현재분사 tower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것이므

로, cover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that절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 that절 대신에 가주어 It을 쓴 형태이

므로, is thought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앞에 나온 the plates below the surface of Mars와 비교되고 있는 

어구로, 뒤에 plates가 생략된 소유격 Earth’s가 쓰인 것은 맞다. 

⑤ 마그마가 ‘올라가다, 오르다’의 의미로 자동사인 ris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태양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리학적 형성물 중 하나는 화성에 위치한 화산, 

올림퍼스 몬스이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진 지형으로, 주변

보다 27km 높이 솟아 있고 가로질러 500km가 넘는 지역에 걸쳐 있다. 올

림퍼스 몬스의 그러한 크기는 화성 지표면 아래 판들이 지구의 것들처럼 움

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여는 마그

마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올라와서 서서히 올림퍼스 몬스와 같은 

거대한 화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impressive 인상적인, 인상 깊은 geological 지리학(상)의 formation 

형성 (과정); *형성물 the solar system 태양계 Mars 화성 tower 탑; *높이 

솟다 surroundings 주변, 환경 cover 씌우다; *(~에) 걸치다 plate 접시; *(지

질) 판, 플레이트 lack 부족, 결핍 period 기간, 시기 enormous 막대한, 거대

한

구문 해설

[6행] It is thought [that the size of Olympus Mon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lates below the surface of Mars don’t move like 

Earth’s}]. 

▶ It은 가주어이고, [ ]는 진주어임 

▶ the fact와 { }는 동격 관계

[8행] This lack of movement means [that magma can rise in 

the same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slowly creating an 

enormous volcano like Olympus Mons}]. 

▶ [ ]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113│③

해설

(A)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고, 그 이전 시점부터(since the early 19th 

century) 계속되어 온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had been이 적절하

다. 

(B)   ‘~에 관심이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be interested in」이므

로, 전치사 in이 적절하다. 

(C)   문맥상 한 번 시험 삼아 차에 얼음을 띄워 내놓았다는 내용이 와야 하므

로, ‘시험 삼아 ~하다’의 「try v- ing」  구문의 동명사 serving이 적절

하다. 「try to-v」는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이다.

해석

비록 아이스티가 19세기 초반 이래 줄곧 있었지만,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야 비로소 인기를 얻게 되었다. 리처드 블레친든이라는 이

름의 진취적인 영국인은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차를 파는 담당이었다. 그에

게는 유감스럽게도, 기온이 너무 높아 그 누구도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간절히 돈을 벌고 싶어서, 블레친든은 

차에 얼음을 띄워 내놓아 보았다. 그것은 곧바로 성공했고, 아이스티는 곧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여름철 음료가 되었다.

어휘 fair 박람회, 전시회 enterprising 진취력이 있는 be in charge of ~을 

담당하다 unfortunately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desperate 자포자기한; *필사

적인[극단적인] serve 제공하다; 차려 주다[내다] instant 즉각적인  

구문 해설

[6행] …, the temperature was so high that no one was 

interested in drinking a cup of hot tea. 

▶ 「so+형용사[부사]+that …」  ‘매우 ~해서 ···하다’ 

[8행] [(Being) Desperate to make some money before the fair 

ended], Blechynden tried serving his tea with ice.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음

114│③ 

해설

③  선행사인 “Sports Illustrated Jinx”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사절을 이

끌며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고쳐야 한다. 

①   몇몇 흔한 사례는 ‘찾아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be found가 쓰인 것

은 맞다.

②  ‘실망스러운’ 두 번째 시즌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능동을 의미하

는 현재분사 disappoin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앞에 가주어 it이 쓰였으므로, 진주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인 to match
가 쓰인 것은 맞다. 

⑤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단수형인 every process이므로, 단수 동사 

include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평균으로의 회귀는 극단적인 결과는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음

을 밝히는 통계적 원리이다. 이에 대한 몇몇 흔한 사례를 스포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 기자들은 보통 뛰어난 신인 선수의 실망스러운 두 번째 시

즌이라는 ‘2년 차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것은 이 선수의 기

량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의 경기력이 자신의 평균 실력 쪽으

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 

징크스’인데, 이는 잡지 표지를 장식한 선수나 팀은 그다음 시즌에 성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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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잡지 표지에 실린 운동선수들은 기량의 정

점에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자신의 최근 경기력에 필적하기란 매우 어렵다. 

(기량의) 오르내림을 포함한 매 과정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 뒤에는 하락세

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휘 mean 인색한; *보통의, 평균의 statistical 통계적인, 통계학상의

principle 원칙[원리] extreme 극도의, 극심한; *극단적인 average  평균; 평균

의 sophomore 2학년생, 2년 차 slump 폭락; *부진, 슬럼프 outstanding 

뛰어난 rookie 초보자; *(스포츠팀의) 신참, 신인 선수 decrease 감소, 하락  

leveling 평평하게 함; 평등화 performance 공연; *실적, 성과 jinx 징크스

feature 특징으로 삼다; *기사로 다루다 athlete (운동) 선수 fluctuation 변동, 

오르내림 decline 감소[하락]        

구문 해설

[1행] Regression to the mean is a statistical principle [stating 

{that extreme results tend to move back to the average}].

▶ [ ]는 a statistical princi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

▶ { }는 sta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6행] This does not mean a decrease in the player’s ability but 
refers to a leveling of that player’s performance towards his or 

her average.

▶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11행] Since athletes on the cover of a magazine are probably 

at the very top of their game, it is very hard for them [to match 

their recent level of performance].

▶  부사절의 주어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인 athletes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임 

▶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인 [ ]가 진주어이며, for them은 to 

match의 의미상 주어임

115│④

해설

(A)   축제는 ‘열리는’ 것이므로, 수동태 is held가 적절하다. 

(B)   지각동사 watch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분사를 취하므로, 동

사원형 drift가 적절하다. 

(C)   문장의 주어는 관계사절 who ... day의 수식을 받는 복수 명사 

Couples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해석

불교 축제인 로이끄라통은 매년 12번째 달 보름에 태국에서 열린다. 그것은 

힌두교 축제로서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어진다. 로이끄라통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강과 운하를 끼고 작은 뗏목과 초를 들고 모인다. 초 하나와 

동전 몇 개가 각 뗏목에 놓이고 소원이 빌어진다. 그런 다음 초가 켜지고 뗏

목이 강에 놓인다. 그들은 초가 가능한 한 오래 켜져 있기를 바라면서 뗏목

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본다. 로이끄라통은 아주 낭만적인 휴일로 여겨진

다. 이날 함께 소원을 비는 커플은 평생 함께 지낸다고 전해진다.

어휘 Buddhist 불교도; 불교(도)의 full moon 보름달 Hindu 힌두교(신자)의 

canal 운하, 수로 raft 뗏목 light 불을 붙이다 (light- lit- lit) (a. lit 빛나는, 불이 

켜진) drift away 떠내려가다 romantic 낭만적인

구문 해설

[3행] It is believed to have begun in India as a Hindu festival. 
▶  인도에서 축제가 시작된 것이 주절의 시제(is believed)보다 앞선 일이

므로 완료 부정사 to have begun이 쓰임

[8행] They watch the raft drift away, [hoping the candle stays 

lit for as long as possible].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116│⑤ 

해설

⑤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들에 관해 설명한 것에 이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징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

서 weaken을 strengthen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행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첫째는 자존감

이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만족한다. 건강한 자존

감을 갖는 것은 잘사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더 행복하며,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둔다. 긍정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기대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무한한 즐거움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

고 셋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외향적인 사람

들이다.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회적인 지원을 누린다. 

자신 안의 이러한 특징을 약화시킬(→ 강화할) 수 있다면, 행복을 찾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어휘 trait 특성 self-esteem 자존감, 자부심 optimistic 낙천적인; 낙관하

는 realistic 현실적인 expectation 예상, 기대 outgoing 외향적인, 사교적

인 affection 애착; 애정

구문 해설

[2행] People [who accept themselves] feel good about life in 

general. 
▶ [ ]는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6행] [Achieving {a balance between positive thinking and 

realistic expectations}] will provide endless possibilities of joy. 

▶  [ ]는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며, { }는 Achieving의 목적어 역

할을 하는 명사구

117│④

해설

(A)   나일 강 유역의 ‘대부분’이 모래로 뒤덮여 있다는 내용이므로, majority
가 적절하다. major ‘전공’

(B)   뒤에 매년 7월에는 나일 강 수위가 상승하고, 10월에는 물이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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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나일 강의 수위는 ‘예측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predictable이 적절하다.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C)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upply가 적

절하다. demand ‘요구하다’ 

해석

나일 강이 없었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토록 위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없

었을 것이다. 비록 그 지역의 대부분이 모래로 뒤덮여 있지만, 강 주변 지역

에는 비옥한 토양이 있다. 이것은 나일 강 수위의 상승과 하락이 예측 가능

하기 때문이다. 매년 7월에는 수위가 상승하곤 했다. 10월에 서서히 물이 

빠질 때, 그것은 풍부한 토양 침전물을 남기곤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해의 남은 기간 동안 농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불어나는 물을 충분

히 모을 수 있는 운하를 건설했다. 이런 종류의 획기적인 생각은 이집트인들

이 사막에 제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휘 ancient 고대의 civilization 문명 region 지역, 지방 fertile (땅, 

토양이) 비옥한, 기름진 soil 흙, 토양 recede (서서히) 물러나다[멀어지다]

deposit 보증금; *침전물 crop (농)작물 nourishment 영양(분), 자양분

innovative 획기적인 empire 제국

구문 해설

[1행] Without the Nile River, it is unlikely [that the ancient 
Egyptians could have built such a great civilization]. 

▶  Without the Nile River에 조건의 뜻이 함축된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

으로,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음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11행] This sort of innovative thinking allowed the Egyptians to 
build an empire in the desert. 
▶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함

118│③ 

해설

③ 극한의 환경에서는 얼지 않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태 식물은 줄기

와 뿌리 속에 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plentiful은 scarce로 

고쳐야 한다. 

해석

남극 대륙과 북극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식물들이 있다. 그러기 위해 이 식물들은 몇 가지 적응을 해야 한다. 예

를 들어, 대부분의 선태 식물은 전통적인 번식을 하기에 너무 추울 때는 무

성생식을 할 능력을 갖췄다. 게다가, 이 식물들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얼

지 않은 물이 풍부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단단히 다져진 줄기와 뿌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선태 식물 대부분은 눈 덮인 층 아래

에서 자라는데, 이 눈 층은 찬바람에 실려 오는 얼음과 모래로부터 선태 식

물을 보호해 준다. 만약 이러한 몸을 숨길 곳이 없다면, 이 선태 식물은 강한 

햇빛 때문에도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데, 이러한 강한 빛은 광합성을 하는 식

물의 능력을 저해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장률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다.         

어휘 Antarctica 남극 대륙 the Arctic Circle 북극권 adaptation 각색;  

*적응 reproduce 복사[복제]하다; *번식하다 asexually 성별이 없이; *무성생식

으로 tightly 단단히, 꽉; *빽빽이 packed 꽉 들어찬; *단단히 다져진 stem (식

물의) 줄기 root (식물의) 뿌리 unfrozen 얼지 않은 bitterly 몹시; 매섭게 추운 

underneath ~의 밑[아래]에 cover 덮개, 커버; *몸을 숨길 곳 inhibit 억제[저해]

하다 growth rate 생장률; 성장률  

구문 해설

[8행] Also, most bryophytes in these regions grow underneath 

a layer of snow, [which protects them from ice and sand {blown 

by the cold wind}].

▶  [ ]는 a layer of snow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

사절

▶ them은 앞에 나온 most bryophytes를 가리킴 

▶ { }는 ice and sand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1행] If it were not for this cover, these bryophytes would also 

be in danger because of the strong light, [which inhibits their 

ability to perform photosynthesis].

▶  「 If it were not for ~,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은 ‘(현재) ~

이 없다면, ···할 텐데’의 의미의 가정법 과거 구문

▶  [ ]는 선행사인 the strong light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to perform은 their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어법 ·어휘 모의고사 08
119 ③     120 ④     121 ④     122 ③     123 ③     124 ②     125 ④

119│③ 

해설

③  ‘~으로 구성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consist는 수동태로 쓸 수 없으므

로, consists로 고쳐야 한다.

①  문맥상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 take가 쓰

인 것은 맞다.

② 주어가 A hippo’s teeth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선행사인 fruits and vegetabl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

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인 것은 맞다.

⑤  과거의 어느 시점 이전부터 시작되어 과거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진행형 had been using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중국 상하이 동물원에서, 하마들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은 치아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직원들이 최근에 하마의 치아를 관리하기 위

해 4피트 길이의 칫솔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마의 치아는 3피트 길이까

지 자랄 수 있어 상아의 귀중한 원천이다. 야생에서 하마의 식단은 일반적으

로 풀로 구성되어 있어서, 치아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

물원에서, 그들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데, 그것들이 종종 치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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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인다. 동물원은 하마의 치아를 닦기 위해 빗자루를 사용해 왔었지만, 그다

지 효과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칫솔이 만들어졌다. 이제, 하마들은 동물원

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휘 hippo 하마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해로운 foot 피트 (길이의 

단위 pl. feet) toothbrush 칫솔 take care of ~을 돌보다 up to ~까지 

valuable 귀중한 source 원천, 근원 ivory 상아 diet 식사[음식]; *식단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grass 풀 a variety of 여러 가지의 get stuck 

꼼짝 못 하게 되다; 끼어 있다 broom 빗자루, 비 effective 효과적인

구문 해설

[1행] At China’s Shanghai Zoo, the hippos no longer have to 

worry about unhealthy teeth.

▶ 「no longer」  ‘더 이상 ~ 아닌’

120│④

해설

(A)   이웃 한 명이 폭탄 폭발로 ‘사망하게 된’이라는 의미의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killed가 적절하다. 

(B)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구인 other students가 이어지므로 a few가 적

절하다.

(C)   문맥상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적절하므로 remember의 목

적어로 동명사 spending이 적절하다. 「remember to-v」는 ‘(미래

에) ~할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이다.

해석

나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가 영국으로 이사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기억한다. 그것은 우리 이웃 중 한 명이 폭탄 폭발로 사망하고 난지 일

주일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내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

다. 우리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의식한 것은 내 말투가 얼마

나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에는 우리나라에서 온 다른 소수의 학생

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국에서 수년간 살아왔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방

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웃었다. 나는 오늘날 내가 쓰는 런던

식 말투를 연습하면서 내 방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한다.

어휘 announce 발표하다, 알리다 bomb 폭탄 explosion 폭발; 폭파

notice 의식하다; 알아채다 accent *말씨[악센트] laugh at ~을 비웃다[놀리다] 

practice 연습하다

구문 해설

[1행] I still remember the day [(when) my parents announced 

{(that) we were moving to England}].

▶ [ ]는 선행사인 the d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 { }는 announc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6행] When we arrived in England, the first thing [(that) I 
noticed] was [how different my accent wa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first 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

순을 취함

[10행] They laughed at the way [I spoke], just like everyone 

else.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121│④ 

해설

④  동사 resemble은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

로, resembled로 고쳐야 한다.

①  문맥상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may have p.p. 」가 와야 

하므로, may have been이 쓰인 것은 맞다.

②  주어 The notion의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③  stones 앞의 grinding은 ‘가는 데 쓰이는’이라는 용도를 나타내는 동

명사로 쓰인 것이므로 맞는 쓰임이다.

⑤  ‘~ 맛이 나다’란 의미의 taste는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므로, 

형용사인 good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당신은 석기 시대 사람들이 고기만 먹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

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식단이 심지어 빵을 포함하여 보다 균형 잡혀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선사 시대의 사람들이 고기에 의존했다는 견해는 

그들이 곡물을 요리하는 기술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석기 시대 사람들이 썼던 맷돌에서 곡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과

학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뿌리를 갈기 위해 돌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한

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아마 물을 더해 그것들을 요리하여 현대의 빵과 유

사했을 어떤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맛이 좋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석기 시대 사람들은 아마도 식사에 관한 한 우리만큼 까다롭지는 않았을 것

이다!

어휘 age 나이; *시대 balanced 균형 잡힌 notion 개념, 관념, 생각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rely on ~에 의지하다 grain 곡물; 낟알 sign 징후, 

흔적 grind 갈다[빻다] belong to ~에 속하다, ~의 것이다 suspect 의심하다; 

*추측하다 root 뿌리 add 첨가하다 resemble 닮다 demanding (사람이) 

요구가 많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when it comes to ~에 관한 한

구문 해설

[3행] The notion [that prehistoric humans relied on meat] 
comes from the idea [that they didn’t have the skill to cook 
grains].

▶ 두 개의 [ ]는 각각 The notion, the idea와 동격 관계

▶ to cook은 the skil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8행] They then probably added water and cooked them, 

[making something {that would have resembled modern 

bread}].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는 선행사인 someth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과거에 대한 추측)

[11행] ..., but Stone Age people probably weren’t as de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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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when it comes to dinner!

▶ 「as+원급+as A」  ‘A만큼 ~한’

122│③

해설

(A)   주어가 단수 명사구 The Double Ninth Festival이므로, 단수 동사 

falls가 적절하다.

(B)   제안 ·충고 등의 동사 뒤에 이어지는 that절의 내용이 ‘~해야 한다’의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형」이 되어

야 하므로 carry가 적절하다.

(C)   앞에 있는 가주어 it의 진주어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

속사 that이 적절하다.

해석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념일 중 하나인 중양절은 아홉 번째 달의 아홉 

번째 날이다. 전설에 따르면, 한 남자가 한번은 아홉 번째 달의 아홉 번째 날

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마법사를 만났다. 그는 그 남자의 

가족이 중국의 풀인 수유 한 봉지를 산꼭대기로 갖고 가서 어떤 특별한 포도

주를 마시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이 조언을 따랐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든 가축들이 병으로 죽어있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살아남았다. 

그때 이후로,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산에 올라, 포도주를 마시고, 수유 한 봉

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어휘 double 두 배의; *이중의 fall on (축제일 등이) ~이다 legend 전설 

magical 마법[마술]에 쓰이는 disaster 참사, 재난; 엄청난 불행, 재앙 advise  

충고하다 herb 허브, 약초 survive 살아남다, 생존하다 disease 질병, 병

구문 해설

[1행] The Double Ninth Festival, [one of the most popular 

festivals in China], falls on the ninth day of the ninth month.

▶ 주어 The Double Ninth Festival과 [ ]는 동격 관계

[10행] Since then, it has become a tradition that on that day 

people climb a hill, drink wine, and carry a bag of zhuyu.

▶ has become은 Since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  that절 이하의 동사 climb, drink, carry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

됨

123│③ 

해설

③ 후각이 상실되었거나 심하게 약화된 질환인 후각 상실증을 ‘앓는, 겪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recover를 suffer로 고쳐야 한다.

해석

진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먹을 것과 위협이 되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

는 강한 후각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코에 훨씬 덜 

의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심각한 문

제가 될 수 있다. 냄새를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당연시할지 모르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후각이 상실되거나 심하게 약화된 질환

인 후각 상실증을 회복한다(→ 겪는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이 질환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머리 부상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후각 상실증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위험 중 하나는 연기나 상

한 음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휘 course 과정 evolution 진화 sense of smell 후각 survival 생
존 identify 확인하다[알아보다] ability 능력 (↔ inability) detect 감지하다

[알아내다] odor 냄새; (특히) 악취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여기다

suffer from ~을 앓다, ~에 걸리다 condition 상태; *질환 reduce 줄이다; *약

하게 하다 injury 부상 rotten 썩은, 부패[부식]한

구문 해설

[1행] ..., a strong sense of smell was necessary for survival, 
[allowing us to identify food and danger].

▶ [ ]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5행] Our ability to detect odors is something [that we may take 

for granted].

▶ to detect는 Our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선행사인 some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6행] But some people suffer from anosmia, [a condition {in 

which the sense of smell is lost or seriously reduced}].

▶ anosmia와 [ ]는 동격 관계

▶ { }는 선행사인 a conditi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124│②

해설

(A)   색을 띤 대부분의 것들과는 다르게 나비 날개에는 어떠한 색소도 ‘들어 

있지’ 않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contain이 적절하다. sustain 

‘살아가게[존재하게/지탱하게] 하다’

(B)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층으로 미래에 사람들이 지폐나 카드를 위조하지 

‘못하게’ 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prevent가 적절하다. allow 

‘(~하도록) 허락하다; 용납하다’

(C)   색소를 모방하기는 꽤 쉽지만, 나비 날개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재현하

는’ 것은 힘들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recreating이 적절하다. 

eliminate ‘없애다, 제거[삭제]하다’

해석

색을 띠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나비 날개에는 어떠한 색소도 들어 

있지 않다. 색소는 빛을 반사해 갖가지 색깔을 만들어 내는 물질이다. 대신

에, 나비 날개는 특이한 아주 작은 구조층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층들에 의

해 빛이 반사되는 방식이 날개에 색깔을 부여한다. 과학자들은 유사한 층들

을 만듦으로써 자신만의 색깔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층들의 일부는 몇 개의 

원자들만큼 얇다. 그들은 이것이 미래에 사람들이 위조 지폐나 신용 카드를 

만드는 것을 막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 색소를 모방하기는 꽤 쉽지만, 

나비 날개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재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87 17. 10. 11.   오후 2:53



88•수능만만 기본 

어휘 unlike ~와 달리 pigment 색소 substance 물질 reflect 반사

하다 be made up of ~으로 이루어지다 layer 막[층] tiny 아주 작은

structure 구조 own 자신의 atom 원자 fake 가짜의, 위조의 credit 

card 신용 카드 copy 베끼다, 복사하다 fairly 꽤, 상당히 challenge 도전[시

험대]

구문 해설

[5행] The way [light is reflected by these layers] gives the 

wings their intense colors.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7행] … by making similar layers, [some of which are as thin as 

a few atoms].

▶  [ ]는 선행사인 similar layer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

명사절

▶ 「as+원급+as A」  ‘A만큼 ~한’

[11행] …, but [recreating the structures {found on butterfly 

wings}] would be a real challenge.

▶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 { }는 the structur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25│④ 

해설

(A)   밀수되는 동안 많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고통받거나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rare가 적절하다. rear ‘뒤쪽의’

(B)   밀수된 동물이 외래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diseases
가 적절하다. decease ‘사망’

(C)   불법적으로 ‘수입되었을지도’ 모르는 동물을 구입하지 말라는 내용이므

로, imported가 적절하다. export ‘수출하다’

해석

동물 밀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다. 세관원들

에 의하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200억 달러에 이르는 산업이다. 불법적인 

것 외에도, 동물 밀수에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한가지 예로, 

많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밀반입되는 동안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밀수된 동물들이 그전에는 없던 곳에 

외래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수의 토착 동물이 병에 

걸리고 죽게 한다. 이런 끔찍한 관행을 멈추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당신은 불

법적으로 수입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가는 어떤 동물도 결코 구입해

서는 안 된다.

어휘 customs 세관 industry 산업, 공업 associate 연관[결부] 짓다

rare 드문[보기 힘든/희귀한] endangered 위험[위기]에 처한 native (사람이) 

태어난 곳의; *토박이의 practice 연습; 실행; *관행 illegally 불법적으로

구문 해설

[7행] Even worse, smuggled animals can bring foreign 

diseases to places [where they didn’t exist before].

▶ even, still, much, far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함

▶ [ ]는 선행사인 plac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10행] To help stop this terrible practice, you should never 

purchase any animal [that {you suspect} may have been 

illegally imported].

▶ To help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선행사인 any animal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삽입절

▶ 「may have p.p. 」  ‘~했었을지도 모른다’

기출 응용 모의고사 01
001 ③     002 ③     003 ②     004 ②     005 ④     006 ②     007 ⑤ 

001│③ 

해설

③  approach는 전치사 없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approached로 고쳐야 한다. 

①  ‘관련된’ 집의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involved가 쓰인 것은 맞다.           

②  동사 was watching을 수식하는 부사 secretly가 쓰인 것은 맞다. 

④  앞에 나온 복수 명사 the kids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로 those
가 쓰인 것은 맞다. 

⑤  lead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할로윈에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다.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라고 

말하며 관련된 집의 초인종을 눌렀을 때, 한 연구자가 그들에게 각자 사탕 

하나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급히 자리를 떴다. 또 다른 연구자

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 결과 그 아이들 중 33.7
퍼센트가 절도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 주었다. 즉, 아무도 그들을 지켜 보

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가져갔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사탕

을 가져간 것이다. 그 후, 그 연구자들은 사탕 그릇 바로 앞에 거울을 세워

서,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그 그릇으로 다가

올 때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아야 했다. 거울이 거기에 있었을 때 한 개 

이상의 사탕을 가져가는 아이들의 비율은? 단지 8.9퍼센트였다. 이 연구에

서, 거울을 보는 것은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단념하도록 유도했다.

어휘 well-known 잘 알려진, 유명한 commit 저지르다[범하다] theft 절도

set up 세우다; 설치하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말리다, 단념시키다 

구문 해설

[5행] Another researcher was secretly watching [what 
happened].  

▶ [ ]는 watch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7행] …; they took more candy than they should have when 

they thought [nobody was watching them].

▶ [ ]는 though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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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③ 

해설

(A)   분사구문의 주어인 the mind가 빛과 어둠의 규칙적인 간격을 ‘빼앗기

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deprived가 적절하다.

(B)   선행사인 some older people이 관계사절에서 소유격 역할을 하므로, 

whose가 적절하다.

(C)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 mov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된 것

이므로, darkening이 적절하다. 

해석

자연은 지구의 자전으로 생겨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리듬에 맞춰져 있다. 

이 24시간의 주기에 맞춰 새는 노래하고 꽃은 피고 진다. 햇빛은 또한 우리 

정신적인 활동의 속도를 정한다. 어둠과 빛의 규칙적인 간격을 빼앗기면, 정

신은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노인들에게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집에

서는 뇌 기능이 정상인 어떤 노인들이 인위적인 조명이 언제나 켜져 있는 곳

에 입원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주기적인 빛과 어둠에 노출되지 않은 것

은 그들의 상태를 악화시킬 따름일 것이다. 단지 창가 근처의 침대로 환자를 

옮기고 밤에는 방을 어둡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상태를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어휘 alternating 교차의 rhythm 리듬, 변화 (a. rhythmic 주기적인)

rotation 회전, 자전 in tune with 장단이 맞아서, 조화되어 pace 속도

interval 간격 deprive of ~을 빼앗다[박탈하다] lose one’s bearings (정신

적으로) 방향을 잃다 function 기능 hospitalize 입원시키다 artificial 인공

[인조]의 worsen 악화되다; 악화시키다 significantly 상당히[크게]   

구문 해설

[8행] ..., some older people whose brain function is fine at 
home can become confused [when (they are) hospitalized] 

[where artificial light is always on].  

▶  첫 번째 [ ]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로, 부사절의 주어

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므로 부사절의 「주어+be동사」가 생략되었음 

▶ 두 번째 [ ]는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003│② 

해설

②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동사원형 

allocate로 고쳐야 한다. 

①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③  부정어구 Not only가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will 
students가 쓰인 것은 맞다.  

④  문장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Following이 쓰

인 것은 맞다. 

⑤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regulat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몇몇 학습 안내서들은 당신이 전체 학기 내내 매분, 매시간, 그리고 매일 해

야할 일을 알게 되도록 달력을 공들여 채우는 것을 옹호한다. 그것들은 당

신이 각 과목의 학습, 식사, 체육 활동 참여, 친구와의 교제 등등을 할 시간

을 배정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접근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낀

다. 학생들은 이런 일정을 따르는 것을 내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엄격한 계획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일정을 따르

는 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인생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느끼게 하며, 당신

은 학습에 빨리 싫증을 느낄 것이다. 중요한 날짜를 기록하는 의도된 목적을 

위해 달력을 사용하라. 시험이나 학기 말 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같은 중요한 

일들의 날짜를 기록하면, 당신은 그 일들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알

게 될 것이다. 달력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끔 내버려 두지 마라.

어휘 advocate 지지하다[옹호하다] elaborate 정교한, 정성을 들인

semester 학기 allocate 할당하다 socialize 사귀다, 어울리다 unwilling 

꺼리는; 마지못해 하는 undesirable 달갑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strict 엄격한 

arrangement 준비; 계획, 예정 predetermine 미리 결정하다 intended 의

도[겨냥]하는 term paper 학기 말 과제 regulate 규제[통제]하다 

구문 해설

[4행] They would have you allocate the time periods [to study 

each subject, to eat meals, to engage in athletic events, to 
socialize with friends, and so forth].

▶  [ ]는 the time period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로, 

to study, to eat, to engage, to socializ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

결됨 

[13행] Use calendars for their intended purpose to record 
significant dates.

▶  to record는 their intended purpo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04│② 

해설

(A)   지각동사 se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driving이 적절하다. 

(B)   운전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빨리 ‘운전하게 된’ 것이므로, 완료 수동태 

has been forced가 적절하다. 

(C)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와야 하므로, to pick up
이 적절하다. 

해석

심리학자들은 서양과 중국의 사상을 구별하는 강력한 차이점인 각각의 문

화가 사회적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해 왔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빨간 

교통신호를 지나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본다고 가정해 보라. 서양

인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추정하

며, 그를 비난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에 반해서, 중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인들은 그 운전자가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빨리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를 병원으로 수송 중이거나, 아

픈 아이를 태워오기 위해 학교로 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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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어휘 psychologist 심리학자 note ~에 주목[주의]하다 thought 사고; *사상 

criticize 비판[비난]하다 assume 추정하다 in the midst of ~하는 중에  

emergency 비상 (사태), 돌발 사건 transport 수송하다 behave 처신[행동] 

하다 irresponsible 무책임한

구문 해설

[1행] Psychologists have noted a strong difference [that 
separates Western from Chinese thought: the way {each 

culture explains social events}].

▶ [ ]는 선행사인 a strong differenc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5행] Westerners are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person, 

[assuming {(that) he generally cares little for the safety of 
others}].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는 assum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005│④ 

해설

④ 선수들이 겪는 경기 수행상의 문제가 ‘부적절한’ 지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dequate은 inadequate로 고쳐야 한다.  

해석

스포츠에는 신체만큼이나 지능이 수반된다. 경기를 이해하고, 경기장을 보

고 다음 동작을 알며, 관중(의 소란)을 차단하고, 경기 수행에 집중해야 한

다.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신적 기술을 개발

하는 데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신체적 기술 개발과 다를 바 없다. 스포츠 

심리학자인 알란 골드버그 박사는 운동선수들이 애를 먹는 대부분의 경기 

수행상의 문제는 적절한(→ 부적절한) 지도나 신체적 기술 혹은 기술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한다. 시합의 열기가 고조될 때, 무너지는 개별 

선수나 팀은 흔히 집중력 부족, 부정적인 성향, 자신감 부족, 또는 실수를 떨

쳐버리는 능력 부족과 같은 정신적 요인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된다.

어휘 block out (빛 ·소리 등을) 가리다[차단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전

념하다 adequate 충분한[적절한] fall apart 다 허물어질[부서질] 정도이다  

negativity 부정적 성향 let go of (손에 쥔 것을) 놓다  

구문 해설

[5행] It takes practice to develop these mental skills,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kills].

▶ [ ]는 앞 절 전체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7행] Dr. Alan Goldberg, a sports psychologist, says that most 
performance problems [that athletes struggle with] are ….
▶ Dr. Alan Goldberg와 a sports psychologist는 동격 관계

▶  [ ]는 most performance problem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   

006│② 

해설

(A)   ‘초과된’ 칼로리가 액체의 형태로 섭취될 때를 말하고 있으므로, 

excess가 적절하다. insufficient ‘불충분한’

(B)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면 다음번에 그만큼의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reduce가 적절하다. 

increase ‘늘리다’ 

(C)   음식과 달리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신체가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

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지 못해 체중이 ‘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gaining이 적절하다. lose ‘잃다, 줄다’  

해석

인간이 주어진 식사나 간식에서 음식의 형태로 에너지를 초과 섭취하면, 추

가된 열량은 다음 식사나 간식에서 배고픔을 줄여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동 방식은 칼로리가 액체의 형태로 초과 섭취되면 제대로 작용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먹음으로써 하루에 200칼로

리를 추가로 섭취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식사에서나 일과 중에 그만큼의 칼

로리 섭취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청량음료를 마셔서 200칼로리

를 추가로 섭취한다면, 신체가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일일 칼로리 섭취량을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체중이 늘

게 될 것이다. 

어휘 take in (~을) 섭취[흡수]하다 excess 초과한 functional 기능 위주의;  

*가동되는, 작용하는 consume 소모하다; *먹다, 마시다 liquid 액체 intake 섭

취(량) activate 작동시키다, 활성화시키다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구문 해설

[12행] …, and you probably won’t end up reducing your daily 

caloric intake at all.  
▶ 「end up v- ing」  ‘결국 ~하게 되다’ 

007│⑤ 

해설

⑤ 너무 작아서 부분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벼룩은 아름답지 않다는 내용

에 이어 ‘(눈에) 보이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지닌 물체만이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visible로 고쳐야 한다. 

해석

성공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은 어떤 최소한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예술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지 기관의 본

질에 관한 것이다. 충분한 크기가 아니면, 어떤 물체도 패턴으로 배열되거나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지될 수 없다. 그

러므로, 사자나 상어는 그들의 부분들이 유의미하고 잘 구조화된 전체를 형

성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다. 하지만 벼룩은 하찮거나 불쾌한 동물이어

서가 아니라, 유의미하게 배열된 부분들을 맨눈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미

세하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없다. 작은 얼룩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없다. 

아름다움은 물체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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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nature 자연; *본질, 특징 apparatus 기구, 장치 perceive 감지[인지]

하다 (a. perceptive 지각의  a. perceptible 감지[인지]할 수 있는) arrange 마련

하다; *배열하다 meaningful 의미 있는 trifling 하찮은, 사소한 flea 벼룩

disagreeable 유쾌하지 못한 minute 극미한, 극히 작은 unaided 도움을 받지 

않는 speck 작은 얼룩

구문 해설

[4행] Without sufficient size, no object can be perceived 

as having parts [that can be arranged in a pattern, or a 

perceptible structure].

▶  as는 ‘~로(서)’라는 의미로 쓰인 전치사로,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 

having을 취함

▶ [ ]는 선행사인 par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13행] …; beauty is only possible [where an object has visible 

parts].

▶ [ ]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기출 응용 모의고사 02
001 ③     002 ②     003 ⑤     004 ⑤     005 ④     006 ①     007 ④  

001│③ 

해설

③  분사의 의미상 주어인 secret transactions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

로, 과거분사 conducted로 고쳐야 한다.

①  뒤에 절이 이어지며 내용상 때를 나타내므로, 접속사 When이 쓰인 것

은 맞다.

②  declar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가 쓰인 것은 맞

다. 

④  전치사 by는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를 취하므로, 동명사 selling이 쓰

인 것은 맞다.

⑤ 앞에 생략된 선행사 the reason 뒤에 관계부사 why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이슬람교도들이 8세기에 남부 유럽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돼지고기 판매

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돼지고기는 불결하다

고 선언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행해졌다. 물론, 이 법이 돼지고기에 대한 유

럽인들의 애정을 바꾸지는 못했고, 곧 고기를 위한 암시장이 발달했다. 대개 

밤에 행해졌던 비밀스러운 거래 속에서 농부들은 도시 주민들에게 큰 자루 

안에 숨겨진 돼지를 팔곤 했다. 때때로 정직하지 못한 농부들은 돼지가 아닌 

고양이가 들어 있는 자루를 팔아서 구매자들을 속이곤 했다. 만약 뭔가 잘못

되어 거래 중에 자루가 열리게 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고양이가 자루 밖

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고

양이를 자루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어휘 Muslim 이슬람교도 invade 침입[침략]하다 forbid 금(지)하다

founder 창시자 religion 종교 declare 선언하다 black market 암시장 

transaction 거래, 매매 conduct (특정한 활동을) 하다 dweller 거주자

trick 속이다 literally 문자[말] 그대로 reveal 폭로하다[드러내다]  

구문 해설

[7행] …, usually conducted at night, farmers would sell to city 

dwellers pigs [concealed in large bags].

▶ [ ]는 pig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13행] … and this is why [revealing a secret] is said to be “letting 

the cat out of the bag.”

▶ 동명사구 주어 [ ]는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 is가 쓰임

002│② 

해설

(A)   tell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that
이 적절하다.  

(B)   「 if+주어+과거동사,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의 가정법 과

거 구문이므로, 동사원형 play가 적절하다.  

(C)   지각동사 hear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advertising이 적절하다.   

해석

폴 드베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는 코미디언인 수피 세일즈를 만나 그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심지어 가끔 그 코미디언과 전화 통화도 했다. 폴은 그

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그가 수피 세일즈와 친구라고 말하곤 했고, 당연히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수피에게 부탁했다. 폴과 그의 

친구들이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는 수피에게 그를 위해 광고 하나를 녹

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수피의 목소리로 녹음되면 지역 라디오 방송

국에서 광고를 틀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피는 단지 쓰인 대로 광고를 녹

음하는 것 이상을 했다. 그는 몇몇 애드리브를 넣어 그걸 재미있게 만들었

다. 물론, 폴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폴과 그의 친구들의 연극을 광고하는 수

피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고는 깜짝 놀랐다. 

어휘 occasionally 가끔 fellow 친구, 동료 appear 나타나다; 출연하다  

record 기록하다; *녹음하다 advertisement 광고 local 지역의, 현지의

ad- lib 즉흥적인 노래[대사/연주], 애드리브

구문 해설

[8행] …, and he asked Soupy to record an advertisement for 

him because if it were recorded in Soupy’s voice, the local 
radio station would play it.
▶ 「ask A to-v」  ‘A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다’ 

▶ it은 앞에 나온 an advertisement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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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⑤ 

해설

⑤  주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①  문맥상 ‘~할 때마다’의 의미로 쓰인 복합관계사 whenever가 쓰인 것은 

맞다.   

② mean은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므로, cultiva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앞에 not과 함께 쓰여 ‘A가 아니라 B’의 의미를 나타내는 「not A but 
B」  구문이므로, but이 쓰인 것은 맞다. 

④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to counteract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나이 많은 애완동물이 죽으면 새로운 애완동물을 입

양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것은 얻는 것으로 잃는 것을 대체하는 그들의 방식

이다. 우리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즉, 우리는 그 

순간을 곱씹으며 그 문제가 일으키는 고통을 지속시키거나, 이에 맞서 행동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역경에 맞서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어

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성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당신이 실직했다

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직업을 찾아라. 만일 당신이 최근에 각별한 사람과 

헤어졌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재발견하고, 타고난 능력을 향상시킬 

시간을 가져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즉, 당신은 적극성으로 소극성에 대항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대신, 상황에 맞서 건설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을 꾀로 이겨내는 

것을 택하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것

은 매우 고무적인 생각이다. 

어휘 pass away 사망하다 replace 대체[대신]하다 surface 수면으로 올

라오다; *드러나다, 표면화되다 dwell on ~을 곱씹다[깊이 생각하다] adversity 

역경 cultivate 경작하다; *기르다[함양하다] positivity 확실함; *적극성

significant 중요한 rediscover 재발견하다 fall victim to ~의 희생(물)이 

되다 circumstance pl. 상황, 정황 negativity 부정적 성향; *소극성

counteract  대응하다, 상쇄하다, 무효로 만들다 outsmart ~보다 한 수 앞서다, 꾀

로 이기다 reassuring 안심시키는[고무적인]

구문 해설

[4행] …: we can dwell on the moment and maintain the pain 

[(which/that) it causes] or we can choose to act against it.
▶ it은 앞에 나온 trouble을 가리킴 

▶  [ ]는 선행사인 the pai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

계대명사가 생략됨    

[10행] Most important is not allowing yourself to fall victim to 

your circumstances; ….
▶ 「allow A to-v」  ‘A가 ~하게 하다’ 

004│⑤ 

해설

(A)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B)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므로,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인 

「might have p.p. 」  구문인 might have stopped가 적절하다.    

(C)   avoi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므로, letting이 적절하다. 

해석

당신이 마지막으로 꿈을 꾼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당신이 지난밤 잠을 

자는 동안의 기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삶 속에서 일

어나길 바라는 무언가 중요한 것에 관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심사

숙고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없다고요? 그런 어리

석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

니다. 너무 뻔하겠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실제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아마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했지

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두려운 목표를 쫓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

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며 거의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

만 당신은 이러한 평범한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꿈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휘 go down 넘어지다; *기록되다[기억되다] think over 심사숙고하다

obvious 분명한[명백한]; *너무 뻔한 consciously 의식[지각]하여, 의식적으로

go after 뒤쫓다 scary 무서운, 겁나는 universal 일반적인 occurrence 발

생하는 것 overcome 극복하다 limitation 제한; *한계   

구문 해설

[3행] I’m talking about really letting your mind think over 
something major [(which/that) you want to make happen in 

your life].

▶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letting이 옴

▶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함 

▶ [ ]는 선행사인 something major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7행] …, but the first step [toward making a dream come true] 

is to actually have a dream.

▶  주어 the first step이 전치사구 [ ]의 수식을 받는 것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 to have는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05│④ 

해설

④ 한때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정보 수집 기술을 포함해 점차 지능화된다는 

내용이므로, extraordinary는 ordinary로 고쳐야 한다. 

해석

머지않은 미래에 신발, 카펫, 그리고 칫솔과 같은 일상용품들에 정보를 수집

하는 기술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용품들의 색과 같은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당신의 그 날의 기분에 반응하여 개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다른 물건들과 자료를 교환하고 다른 사람들에

게 정보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칫솔이 폐암의 냄

새를 감지한다면, 그것은 호흡을 분석하고 의사와의 진료를 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때는 그저 보기 드문(→ 평범한) 물건이었던 것이 점차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제조업자들은 당신에게 다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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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들을 팔거나 혹은 ‘나만의 것이라는 경험’을 높이기 위해, 이런 스마트 제

품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어휘 not- too-distant 머지않은 contain ~이 들어[함유되어] 있다

personalize 개인화하다 physical 육체[신체의]; *물리적인 analyze 분석하다 

appointment 약속 detect 발견하다[감지하다] lung cancer 폐암

increasingly 점점 더 intelligent 똑똑한 manufacturer 제조업자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 내다 enhance 높이다[향상시키다] ownership 

소유권

구문 해설

[3행] You will then be able to personalize these objects, 

[allowing them to change physical state like color or (to) 

respond to your daily mood].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allow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to change와 (to) respond가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됨

▶ them은 these objects를 가리킴 

006│① 

해설

(A)   이어지는 경찰관의 예시를 통해 흐름을 조정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기계

보다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responsive가 적절하

다. responsible ‘책임지고 있는’

(B)   정해진 순서로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회의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

지기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constructive가 적절하다. destructive 

‘파괴적인’

(C)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인간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므로, dominate가 적절하다. donate ‘기부[기증]하다’

해석

흐름을 조정하는 인간의 시스템은 기계의 시스템보다 거의 항상 더 즉각적

이다. 여러분의 차선에 많은 차량이 있고 교차로에 차가 하나도 없을 때 적

신호에 걸려 차에서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었는가? 경찰이라면 즉시 그 상

황을 보고 순간적인 필요에 맞게 (교통) 방향의 흐름을 조정할 것이다. 회의

의 엄격한 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가자들을 정해진 순서로만 발언

하게 하면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다. 세심한 중재자인 인간의 시스템은 

어느 누구도 그 회의를 오래 지배하게 두지 않고 집단 내 개인들의 시시각각

의 욕구에 맞출 수 있다. 분명히, 네다섯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모든 회의에

는 균형 잡힌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리더가 필요하다. 

어휘 regulate 규제하다; *조정하다 flow 흐름 mechanical 기계로 작동되

는; *기계적인 adjust 조정[조절]하다 directional 방향의 momentary 순간

적인 rigid 엄격한 fixed 고정된 sensitive 세심한 moderator 중재[조정]

자 moment-by-moment 시시각각 balanced 균형 잡힌, 안정된

구문 해설

[14행] Clearly, every meeting [of more than four or five people] 

needs a leader [who will keep a balanced conversational flow]. 

▶  주어가 전치사구인 첫 번째 [ ]의 수식을 받는 every meeting이므로, 

단수 동사 needs가 쓰임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 lead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07│④ 

해설

(A)   아시아 공산품을 대량 수입하는 미국의 무역 방식이 특정 경제 부문과 

지역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devastates가 적

절하다. create ‘창조[창출]하다’

(B)   미국의 경제·정치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므로, characteristics가 적

절하다. character ‘성격, 등장인물’

(C)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 미국이 정책을 ‘변화시킨다’

는 내용이므로, change가 적절하다. maintain ‘유지하다[지키다]’

해석

미국은 아시아 공산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값싼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미국 전반에 이득이 된다. 동시에, 이러한 무역 방식은 

미국 내 산업을 약화시킴으로써 특정 경제 분야와 지역을 파괴한다. 소비자

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동시에 실업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서, 미국 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와의 

무역이 주는 전반적인 이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내의 정치적 고려 사항

이 아시아 수입품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상황에 결국 처할 수 있

다. 그 가능성은 아시아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 

어휘 massive 거대한 industrial 산업[공업]의 sector 분야[부문]  

undermine 약화시키다 domestic 국내의 simultaneously 동시에

wage 임금[급료] political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인 oversensitive 지

나치게 민감한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overall 종합[전반]적인

consideration 고려(사항) import 수입품, 수입 threat 위협

구문 해설

[1행] The United States consumes massive amounts of Asia’s 

industrial products, [which benefits the United States as a 

whole by providing consumers with cheap goods].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by v- ing」  ‘~함으로써’ 

[12행] …, the United States could end up in a situation [where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force it to change its policy 

toward Asian imports].

▶ [ ]는 선행사인 a situati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 「force A to-v」  ‘A가 ~하도록 강요하다’

기출 응용 모의고사 03
001 ①     002 ④     003 ①     004 ②     005 ④     006 ②     007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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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① 

해설

①  주절의 주어 I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cycling으로 고쳐야 

한다.

②  선행사인 앞 절 전체를 부연 설명하고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전치사+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의 to which가 쓰인 것은 맞다.   

③  그가 자전거 튜브를 ‘산’ 것이 튜브가 자전거에 맞지 않은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bought가 쓰인 것은 맞다.  

④  형용사 good을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므로, to go가 쓰인 

것은 맞다. 

⑤  문맥상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최근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갈 때, 처음으로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펌프를 빌렸고 튜브가 망가진 것

을 알았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무슨 일이죠?” 돌아

보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또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에게 나

의 상황 설명을 하자, 그는 “당신 대신 제가 튜브를 사오죠.”라고 답했다. 난 

그에게 돈을 주었고 그는 출발했다. 20분 내로 나의 구세주는 돌아왔지만 

그가 사온 튜브는 맞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또다시 출발했다. 30분 후 그는 

모든 장비 세트를 갖고 돌아왔으며, 나는 곧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

후, 나는 내가 진 빚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어휘 flat 평평한; *바람이 빠진, 펑크 난 discover 발견하다; *찾다[알아내다]  

useless 소용없는, 쓸모없는 explain 설명하다 get on one’s way 출발하다 

savior 구조자, 구세주 fit (모양 ·크기가 ~에) 맞다 willingly 자진해서, 기꺼이  

kit (도구 ·장비) 세트 in no time 곧, 당장에 lookout 망보기 repay 갚다, 보

답하다 debt 빚

구문 해설

[8행] ... but the tube [(which/that) he had bought] didn’t fit. 
▶ [ ]는 선행사인 the tub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002│④ 

해설

(A)   뒤의 명사구 red dot을 수식하여 ‘빛나는’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

므로, 현재분사 glowing이 적절하다.   

(B)   make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해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형용사 inferior가 적절하다.   

(C)   초록빛 레이저 포인터가 ‘도입된’ 것이므로, to부정사의 수동태 to be 

introduced가 적절하다. 

해석

19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레이저 포인터는 처음에는 보통 손에 쥐기에는 

두꺼웠다. 오래지 않아, 이러한 포인터는 더 얇은 주머니형 모델이 출시되면

서 다루기가 더 쉬워졌다. 그런데도 레이저 포인터에는 그 자체의 약점이 있

었다. 건전지가 필요해 이를 교체해 줘야 했으며, 긴장한 강연자의 떨리는 

손동작이 빛나는 붉은 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보여졌다. 더욱이, 이 붉

은 점은 특정 배경에서는 보기 어려워서 레이저 포인터를 심지어 단순한 지

시봉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좀 더 발전한 더 비

싼 초록빛 레이저 포인터가 도입되게 되었다.

어휘 laser pointer 레이저 포인터[지시기] thick 두꺼운 slim 날씬한; *얇은 

handle 다루다 weakness 약함; *약점 shaky 떨리는 lecturer 강연자 

sudden 갑작스러운 glow 빛나다 inferior 열등한 (↔ superior)

advanced 선진의; 후기의 beam 빛줄기

구문 해설

[3행] …, such pointers came in slimmer pocket models and 

became easier to handle.

▶ to handle은 형용사 easier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8행] …, the red dot could be difficult to see against certain 

backgrounds, [thus making the laser pointer inferior even to a 

simple stick].

▶ to see는 형용사 difficult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003│① 

해설

①  knows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하므로, they are로 고쳐야 한다.  

②  금속들이 ‘망치로 두드려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be hammered가 쓰

인 것은 맞다.    

③  앞에 나온 단수 명사 a blade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가 와야 하

므로, it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putt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

된 것이므로, heat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A만큼 ~한’의 의미의 「as+원급+as A」  구문이므로, as hard as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연장은 부싯돌, 나무, 그리고 뼈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종류의 연장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봤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

한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다. 즉, 나무 조각을 치면 그것은 금

이 가거나 툭 부러진다. 금속은 망치로 두드려져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재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

들은 때리면 더 강해지기도 해서, 단지 망치로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날을 단

단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금속을 불에 넣고 열을 가함으로

써 그 과정을 거꾸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것을 더 무르게 할 것이다. 만 

년 전에 이러한 속성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은 거의 돌처럼 단단하지만 플

라스틱같이 작용해서 거의 무한정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발견했었다. 다

시 말하면, 그들은 도구, 특히 도끼와 면도칼과 같은 자르는 도구를 위한 완

벽한 재료를 발견했다. 

어휘 ancestor 조상, 선조 tool 연장, 도구 flint 부싯돌, 부시 crack 갈라

지다, 금이 가다 snap 툭 부러지다 metal 금속 fundamentally 근본[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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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완전히 material 재료 harden 굳히다, 경화시키다 blade 날

hammer 망치로 두드리다 reverse 뒤바꾸다; *거꾸로 하다 property 재산; *속

성[특성] behave 행동하다; *행동[반응]을 보이다, 작용하다 infinitely 무한히, 한

없이 axe 도끼 razor 면도칼

구문 해설

[2행] Anyone [who has ever tried to make anything with these 

kinds of tools] knows how limiting they are: ….
▶ [ ]는 선행사인 Anyo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9행] And you can reverse the process simply by putting metal 
in a fire and heating it up, [which will cause it to get softer].

▶  [ ]는 putting metal in a fire and heating it up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개의 it은 모두 metal을 가리킴   

004│② 

해설

(A)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의 일은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watch가 적

절하다.

(B)   동사 teach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는 수동태 문장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to present가 적절하다. 

(C)   문맥상 ‘~이라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해석

비행 안전 사항이 전달되고 있을 때 비행기 승무원을 보면, 구명조끼, 산소

마스크, 그리고 다른 시범용 물건을 크리스티 경매에서 경매에 부쳐진 예술 

작품처럼 들고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왜일까? 그것은 그 물품에 대한 관심

을 끌고 그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어느 대형 음식점 주인에 따르

면, 종업원은 손님에게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음식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주도

록 교육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 종업원과 식당에 대한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와 같은 원리는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동

안 들고 있는 어느 것에나 적용된다. 그것이 한 장의 종이이건, 문제집이건, 

또는 제품이건 간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중이 알게 

하고 싶다면, 그 물품을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어휘 airline attendant 승무원 instruction 지시 life jacket 구명조끼 

demonstration (시범) 설명 auction 경매로 팔다 convey 전달하다

server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tray 쟁반 respect 존경(심); 존중, 정중

favorable 호의적인; 좋은 impression 인상[느낌] apply 신청하다; *적용되다

구문 해설

[13행] …, if you want to let your audience know [(that) {what 
you are holding} is important], ….
▶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함 

▶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005│④ 

해설

④ 현명한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으므로 비난을 받아도 자신들의 명성을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damage는 

defend로 고쳐야 한다.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과 해로움 모두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

닫지 못한다. 대신, 그들은 겉모습에 이끌려 외적인 것을 본다. 반면에, 현명

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훌륭하거나 특별하다거나 유명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

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겪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비난을 받아

도 자신의 명성을 훼손할(→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하

는 모든 것에서 중용을 발휘한다. 그들은 스스로와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성

만을 살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휘 accuse 고발[비난]하다 convince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worthy 

훌륭한 distinguished 유명한, 성공한 unmoved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criticize 비판[비난]하다 moderation 온건, 절제; 중용 desire 욕구, 갈망; 바람

구문 해설

[1행] Most people don’t realize [that both help and harm come 

from within ourselves].

▶ [ ]는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 「both A and B」  ‘A와 B 둘 다’

006│② 

해설

(A)   당신의 질문에 답한 사람에게 ‘네’라는 소리를 ‘듣는다(받는다)’의 의미

이므로, receive가 적절하다.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B)   기존의 일반적인 믿음에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했다’의 의미이므로, 

challenged가 적절하다. support ‘지지[옹호]하다’

(C)   산림에 변화를 일으키는 외래 지렁이 종이 생태계 안정을 ‘위협하다’의 

의미이므로, threaten이 적절하다. protect ‘보호하다’

해석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지렁이가 생태계에 좋은지 물으면 당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렁찬 “네”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왜인지 물어보면, 그들은 

“지렁이가 토양을 섞어주고 비옥하게 해줍니다.”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이

것은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만큼이나 어렸을 때 배운 기본적인 생태학적 개

념이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호의적인 생물체가 전에는 지렁이가 살지 않던 

Great Lakes Region의 견목 숲으로 침입한 것과 관련된 최근 연구가 이

러한 믿음에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원들은 외래 

지렁이 종이 침범했을 때 토착 경목 숲의 생태계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토종 하층 식물종과 나무 묘목의 유실, 토양 구

조의 변화 그리고 영양 유효성의 감소를 포함한다. 또한 외래 지렁이 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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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화들이 작은 포유류, 조류, 그리고 양서류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에 있어서의 일련의 다른 변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외래 지렁이 종이 생태계 안정을 위협할지

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휘 earthworm 지렁이 ecosystem 생태계 undoubtedly 의심할 여지없

이, 확실히 resounding 울려 퍼지는 enrich 질을 높이다; *비옥하게 하다 

invasion 침입[침략] (v. invade 침입[침략]하다) benevolent 호의적인

hardwood 견목 (단단한 목재) exotic 이국적인; *외래의 native 태어난 곳의; 

*원산[토종/자생]의 understory (식물 군락의) 하층 식생 seedling 묘목

nutrient 영양소, 영양분 availability 유효성 amphibian 양서류 stability 

안정(성)

구문 해설

[16행] There is also fascinating evidence emerging [that the 

changes {caused by exotic earthworms} may lead to a series 

of other changes in the forest {that affect small mammal, bird 

and amphibian populations}].

▶ fascinating evidence와 [ ]는 동격 관계

▶  수식 받는 명사 evidence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emerging이 쓰임

▶ 첫 번째 { }는 the chang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 series of other chang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007│⑤ 

해설

⑤ 좌절한 이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unsympathetic은 sympathetic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타인의 견해와 어려움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될 수 있다. 다른 이들과 이야기

할 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로 당신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슬픔

에 빠진 친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를 만나면, 그 불운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일어난 일 그 자체와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해

석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 스스로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일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취한 반응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라. 거리를 두고 멜로드라마 같은 반응을 피함으로써 우

리는 상대방을 잘 대할 수 있다. 그래도, 우울해 하거나, 상처받았거나, 좌절

감을 느끼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매정하게

(→ 공감하며) 들어주어라. 다만 당신 자신마저 좌절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어휘 spread 펼치다; *퍼지다[확산되다] adopt 입양하다; *쓰다[취하다]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encounter 맞닥뜨리다; 마주치다 misfortune 불

운, 불행 discriminate 구별하다 interpretation 해석, 이해 remind 상기

시키다 occurrence 발생, 나타남 uncritically 무비판적으로 detached 떨

어져 있는; *거리를 두는 melodramatic 멜로드라마 같은, (행동 ·반응이) 과장된[극

단적인] pull down 좌절시키다

구문 해설

[4행] …, or a colleague [who has suffered sudden trouble], be 

careful not to be overcome by the misfortune.

▶ [ ]는 선행사인 a colleagu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앞에 not을 써서 나타냄  

[8행] “[What hurts this person] is not the occurrence itself 
but the response [(which/that) he or she has uncritically 

adopted].”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인 첫 번째 [ ]이 

문장의 주어로 쓰임

▶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respons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

기출 응용 모의고사 04
001 ①     002 ⑤     003 ⑤     004 ③     005 ③     006 ③     007 ②

001│① 

해설

①  부정어 rarely가 바로 앞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does an 

agent develop으로 고쳐야 한다.  

②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는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하므로, 동명사 

sign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선행사인 little thing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

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④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하

므로, how their children are do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가 쓰였으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인 것은 맞

다. 

해석

스포츠에서 많은 최고의 스타들은 대하기 힘들고, 첫 만남에서 에이전트가 

그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지 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는 것에 관한 게 아니다. 내

가 한 고객과 일을 할 때, 우리가 앉아서 협상하려 하기 전까지 수 주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있다. 사소한 일들은 고객이 나와 내 서비스

에 얼마나 만족하고 편안해 하는지에 크게 일조한다. 나는 자주 그들의 최근 

휴가나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세

세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의 정상급 선수들에 대한 커다란 존중

의 표시이다. 

어휘 agent 대리인; (연예·스포츠 부분의) 에이전트 rarely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는 encounter 만남[접촉/조우] contract 계약(서) negotiate 협상[교섭]

하다 stuff 것[것들], 물건; 일 respect 존경(심); 존중

구문 해설

[3행] The most important lesson [(that) I learned as a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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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is [that it isn’t just about signing a million-dollar 

contract].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most important lesson을 수식하는 목

적격 관계대명사절 

▶ as는 ‘~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 두 번째 [ ]는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격 보어로 쓰임 

002│⑤ 

해설

(A)   주어 each individual language는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contains
가 적절하다. 

(B)   앞에 나온 복수 명사 languages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와야 하므

로, those가 적절하다.  

(C)   가목적어 it이 앞에 있어서 진목적어에 해당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하므

로, to produce가 적절하다. 

해석

인간의 음성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각각

의 언어는 잠재적인 소리 단위 즉, 음소만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 언어의 약 20퍼센트에서만 발생하는 한 음소는 [p] 또는 [k]와 같은 방

출음이다. 인류학자 케일럽 에버릿은 이러한 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지도로 그려보기로 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567개 언어의 샘플을 

뽑아 방출음을 포함하거나 무시하는 언어의 위치와 고도를 비교했다. 에버

릿은 방출음을 포함하는 언어가 그렇지 않은 언어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말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낮은 공기압이 방출음의 주된 

특징인 공기의 파열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높은 고도에서 좀 

더 평이하다고 말한다.

어휘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individual 각각[개개]의 subset 부분 

집합 phoneme 음소(음성상의 최소 단위)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ejective 

consonant 방출음 anthropologist 인류학자 map 지도를 만들다[그리다]

altitude (해발) 고도 elevation 해발 높이, 고도 air pressure 기압 burst 
파열

구문 해설

[6행] Caleb Everett, an anthropologist, decided to map [where 

this sound occurs].

▶ Caleb Everett과 an anthropologist는 동격 관계

▶ [ ]는 map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7행] He took a sample of 567 languages [spoken around the 

world] and compared the locations and altitudes of those [that 
either contained or ignored ejective consonants].

▶ 첫 번째 [ ]는 567 languag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either A or B」  ‘A이거나 B’

003│⑤ 

해설

⑤  사역동사 get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해 ‘~에게 ···하도록 시키

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to halt로 고쳐야 한다.  

①  선행사인 The younger ma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

계대명사 who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주절의 시제(was)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 had 

been이 쓰인 것은 맞다. 

③  encourag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serve가 쓰인 

것은 맞다.    

④  get 뒤에 형용사가 와서 ‘~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depressed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막 은퇴한 임원은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도 전화하지 않자 괴로웠다. 이전

에는 몇 페이지로 길게 있던 답해야 할 통화 목록은 모두 사라졌다. 사무실

에서 그를 대신한 젊은 후임은 점심을 함께하자는 그의 제안을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 터득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정중히 사양했다. 이 68세의 남자는 

6개월 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친구는 그가 점점 더 우울해 하는 것 같고 점점 늦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도록 권장했다. 다가오는 차

들에 신호를 보내고, 차가 정지선 몇 야드 앞에서 멈추게 하는 일에 익숙해

지면서, 그는 더 바른 자세와 자신감 있는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는 아침에 침대에서 빠져나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았다.

어휘 executive 임원, 경영[운영] 간부 vanish 사라지다, 없어지다 claim 주

장하다 depressed 우울한[암울한] signal 신호를 보내다 oncoming 다가오

는 halt 멈추다, 서다 gaze 응시, 시선 compelling 설득력 있는, 강력한

구문 해설

[3행] The younger man [who replaced him at the office] had 

politely declined his offer of a lunch date, [claiming {(that) he 

was mastering the job “just fine}].”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younger 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 

▶ 두 번째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는 claim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004│③ 

해설

(A)   진주어인 that절의 내용이 ‘의아한’ 것이므로 능동을 나타내는 현재분

사 puzzling이 쓰인 것은 맞다.  

(B)   관계사절의 주어인 breadcrumbs가 맛없게 ‘만들어진’ 것이므로, 수

동태 had been made가 적절하다.   

(C)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와야 하므로, much가 적절

하다. 

해석

먹잇감 중 어떤 종들은 몸 전체가 선명한 색상이고, (몸을) 숨기는 어떤 경향

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먹잇감들이 포식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발견하기 

매우 쉽게 만드는 색을 띤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그 의아함은 그런 먹잇

감들이 흔히 맛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대체로 해소된다. 쉽게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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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눈에 잘 띄는 것이 맛없는 먹잇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기틀맨

과 하비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병아리들에게 맛없게 만들어진 빵 부스러기

를 주었다. 처음에, 병아리들은 빵 부스러기 먹이를 찾기 어려웠을 때보다, 

쉽게 발견했을 때 더 많이 먹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눈에 잘 띄거나 쉽게 발

견되는 먹잇감들이 눈에 잘 안 띄는 먹잇감보다 훨씬 덜 먹혔다. 아마도 병

아리들은 먹이가 눈에 안 띌 때보다는 눈에 잘 띌 때, 맛없는 먹이를 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휘 predator 포식자, 포식 동물 distasteful 불쾌한, 싫은; *맛없는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튀는 chick 병아리 breadcrumb 빵 부스러기[가

루]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구문 해설

[2행] It is a little puzzling [that such prey have coloring {that 
makes it very easy for predators to detect them}].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 }는 선행사인 color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it은 가목적어이고, to detect 이하가 진목적어 

[6행] Evidence [that it is useful for distasteful prey {to be easily 

detected or conspicuous}] was reported by Gittleman and 

Harvey.

▶ Evidence와 [ ]는 동격 관계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005│③ 

해설

③ 어떤 이들은 극도의 빈곤으로 죽어가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엄청나게 부

유한 시장의 균형 상태를 대부분 사람들은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

로, fair는 unfair로 고쳐야 한다.  

해석

효율성이 큰 미덕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가 관심을 두는 유일한 경제적 목

표는 아니다. 경제적 공평성도 또한 중요하다. 공평성은 정부가 시민들을 대

우하는 방식뿐 아니라 소득과 복지의 분배를 나타낸다. 어떤 이들은 엄청나

게 부유한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극도의 빈곤으로 죽어가는 시장의 균형 상태

를 대부분의 사람은 공평한(→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 상황

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기초 자원을 제공하고자 엄

청난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사실, 부동의 63
퍼센트의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정

부의 책무이다.”라는 데에 동의한다. 

어휘 efficiency 효율(성), 능률 virtue 미덕, 덕목 crucial 중대한, 결정적인 

distribution 분배 wellbeing 복지, 안녕 fair 공정한, 공평한 (↔ unfair)  

equilibrium 평형[균형] (상태) super-rich 엄청나게 부유한 die of ~으로 죽

다 circumstance 환경, 상황 responsibility 책임, 책무

구문 해설

[3행] Fairness refers to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llbeing, as well as to the ways [that government treats its 

citizens].

▶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 [ ]는 선행사인 the way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11행] Indeed, a solid 63 percent of Americans agree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take care of people who 

can’t take care of themselves}].” 

▶ [ ]는 agre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who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006│③ 

해설

(A)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음악 산업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므로, attracted
가 적절하다. attractive ‘매력적인’

(B)   원작자의 ‘허락[승인]’ 없이 음악을 써도 음원 라이센싱으로 인해 원작

자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permission
이 적절하다. admission ‘가입, 입장, 입회’ 

(C)   음원 라이센싱이 신구 음악 모두를 ‘보호하다’의 의미이므로, 

preserves가 적절하다. reserve ‘예약하다’

해석

음악 산업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당신과 같은 많은 젊은이들은 이 산업에 

매력을 느낀다. 음악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음악이 복제되는 것이 점

차 쉬워졌다. 몇몇 신예 음악가들은 인기 있는 음악가의 작품을 복제해 그

것을 자신의 것처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작품을 도용한다. 이

것이 ‘음원 라이센싱’이 중요한 이유이다. 도용과 복제로부터 당신의 원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악가로서 당신이 만든 작품을 등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작품을 사용할 권리를 팔 수 있다. 그러면, 비록 누군가가 허가 없이 

당신의 음악을 사용할지라도 원작자인 당신은 여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음원 라이센싱은 음악이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구 음악 모두를 보존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음원 라이센싱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어휘 accessible 접근[이용] 가능한 budding 싹트기 시작하는; *신예의

steal 훔치다 original 원래의; 원본의 license (공적으로) 허가하다

구문 해설

[9행] …, you as an artist can license [what you have made] and 

then sell the right to use your work to others.

▶ license와 sell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license
의 목적어로 쓰임 

▶ to use는 the right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07│②  

해설

(A)   자신에게 야망, 추진력, 지성이 있다면 선택한 ‘직업[직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professional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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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다. professional ‘전문가; 프로 (선수)’

(B)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는 내용이므로, productive가 적절하다.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C)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내용이므로, 

implication이 적절하다. application ‘적용, 응용’

해석

우리는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만일 당신이 야망, 추진력, 그리고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에서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선택한 직종에서 최

고까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는 책임이 따라온다. 요즘 회사들

은 그들의 지식 근로자들의 경력을 관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우

리 자신의 최고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 전념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를 필요가 있다.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강점과 가장 위험한 약점은 무엇

인가? 똑같이 중요하게, 당신은 어떻게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가? 가장 깊이 간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당신의 

강점과 자기 이해의 결합에 의거하여 일할 때만이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탁월함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어휘 ambition 야망, 포부 smart pl. 지성, 지능 knowledge worker 지

식 노동자[근로자] cultivate 경작하다; *기르다[함양하다] combination 조합[결

합] strength 강점, 장점 self-knowledge 자기 이해[인식] achieve 달성

하다, 성취하다 lasting 영속적인, 지속적인

구문 해설

[2행] …, you can rise to the top of your chosen profession ― 

regardless of [where you started out]. 
▶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 [ ]는 전치사 regardless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3행] But with this opportunity comes responsibility.

▶  부사구 with this opportunity가 강조되어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됨

기출 응용 모의고사 05
001 ⑤     002 ③     003 ②     004 ⑤     005 ⑤     006 ①     007 ③

001│⑤ 

해설

⑤  remain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이고 보어로는 부사가 아닌 형용

사가 쓰이므로, stable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인 Phyllium giganteum과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귀대명사 itself가 쓰인 것은 맞다.  

②  수식받는 명사구 rear wings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extend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③  선행사 100 and 300 egg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가 쓰인 것은 맞다.

④  동사 live를 수식하며, ‘주로’라는 의미의 부사 mainly가 쓰인 것은 맞

다.  

해석

기간테움 잎사귀벌레(Phyllium giganteum)는 ‘걸어 다니는 잎’이라고도 

불리는데, 적들이 진짜 잎들과 이 곤충을 구별해 낼 수 없도록 종종 자신을 

위장한다. 이것은 길이 5인치, 너비 3인치까지 자랄 수 있다. 수컷의 뒷날개

는 복부 끝까지 뻗어 있다. 암컷은 뒷날개가 없고, 앞날개는 복부보다 더 좁

고 짧다. 암컷은 매우 두꺼운 껍질이 있는 알을 100개에서 300개 낳는다. 

그것들은 오크나무, 유칼립투스, 산딸기, 장미와 같은 식물을 먹는다. 그것

들은 주로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 매우 제한된 이동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만을 이동하고, 매우 좁은 영역에서 안

정적으로 있으며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보낸다. 

어휘 disguise 위장하다; 변장[가장]하다 get up to ~에 이르다[~까지 나아가다] 

rear 뒤쪽의 extend 확대[확장]하다; *뻗다[내밀다] tropical 열대의

mobility 유동성; *이동성 stable 안정된; 변동이 없는 motionless 움직이지 않

는, 가만히 있는

구문 해설

[1행] Phyllium giganteum, [which is called the “walking leaf,”] 
disguises itself so that enemies often aren’t able to distinguish 

this insect from real leaves.

▶  [ ]는 선행사인 Phyllium giganteum을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로,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됨

▶ so that은 ‘~하도록’이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11행] …, they only move the necessary distances to eat, 
[remaining stable in very small areas and passing their lives 

almost motionless most of the time].

▶ to ea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현재분사 remaining과 

pass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02│③ 

해설

(A)   전치사 between의 목적어인 동명사 having과 접속사 and로 병렬 연

결되었으므로, 동명사 making이 적절하다. 

(B)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is가 적절하다.  

(C)   keep은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해 ‘계속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going이 적절하다.  

해석

이상을 가지는 것과 지키며 살아갈 규칙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

가 있다. 이상은 달성한다면 자랑스러울, 완벽하고 결점 없는 기준일 것이

다. 그러한 이상은 당신에게 지침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일상적 기준은 아니

어야 한다. 이상을 (일상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그 함정에 빠진다면 당신은 스스로 너무 상심

해서 계속 나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 규칙은 명확해야 하고, 그러한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을 이상으로 향하도록 해야 하지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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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그것은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완벽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이다. 

어휘 ideal 이상 live by (신조 ·원칙)에 따라 살다 flawless 흠[티] 하나 없는 

standard 수준[기준] attain 이루다[획득하다] trap 덫, 올가미; *함정

realistic 현실적인; 현실성 있는 undermine 약화시키다 self-esteem 자존

감 aim for (~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다 perfection 완벽

구문 해설

[6행] If you constantly fall into the trap, you feel so bad about 
yourself that it becomes increasingly hard [to keep going].

▶ 「so+형용사[부사]+that …」  ‘너무 ~해서 ···하다’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12행] That is [why it makes more sense to do the best {(that) 
you can} ― rather than aim for perfection].

▶ [ ]는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reason이 생략된 관계부사절  

▶ { }는 선행사인 the bes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rather than ~」  ‘~보다는 ’

003│② 

해설

②   or과 함께 쓰여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로 고쳐야 한다.

① 주어가 복수 명사 Caves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샘플들이 ‘찾아진’ 것이므로, 수동태 were recovered가 쓰인 것은 맞다.  

④  draw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인 것은 맞다.   

⑤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문맥상 이유를 나타내므로, 접속사 sinc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남프랑스에 있는 페슈 메를과 같은 동굴은 검은색 점박이 무늬가 있는 흰색 

말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 고대 유전자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그 당시

의 갈색 말과 검은색 말의 증거만을 밝혀냈다. 그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 

점박이 말들이 실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존재였는지 의문을 갖도

록 만들었다. 한 국제 연구진이 31마리의 선사 시대 말의 화석화된 뼈와 이

빨에서 나온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시베리아, 유럽,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십여 곳의 고고학적 유적지로부터 샘플이 채집되었다. 그중 여섯 마리의 말

이 점박이 무늬가 있는 가죽이 생기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거친 것으로 밝혀

졌는데, 이는 고대 화가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보던 것을 그렸음을 시사한다. 

고고학자 존 시어는 동굴 화가들이 사냥하기 위해 사냥감에 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고 말했다.

어휘 adorn 꾸미다, 장식하다 spot 점 fantasy 공상[상상]; *공상[상상]의 산물 

fossilize 화석화하다 prehistoric 선사 시대의 archaeological 고고학의, 고

고학적인 genetic 유전의 mutation (생물) 돌연변이 (과정) give rise to ~이 

생기게 하다 spotted 점무늬가 있는; 얼룩무늬의

구문 해설

[10행] It turned out (that) six of the horses had a genetic 

mutation [that gave rise to a spotted coat], [suggesting {that 
ancient artists were drawing what they were seeing}].

▶ 첫 번째 [ ]는 a genetic mut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두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 }는 suggest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004│⑤ 

해설

(A)   numerous procedures는 ‘고안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

내는 과거분사 designed가 적절하다. 

(B)   ‘~할 정도로 충분히 ···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enough to-v」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powerful enough가 적절하다. 

(C)   상품이 ‘광고되고 있는’ 것이므로 진행형 수동태인 is being 

advertised가 적절하다. 

해석

메시지에 설득되려면, 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간단한 사

실이 표지판을 거꾸로 혹은 역으로 인쇄하기, 선명한 색상 사용하기, 독특한 

음악이나 소리 사용하기와 같이 주의를 끌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방법의 개

발을 이끌었다. 그러나 만일 광경과 소리가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여

기서 끝나지 않는다. 청중은 이 이목을 끄는 것들을 동반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메시지 자체가 주의를 끌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

다. 만일 우리가 독특한 광경과 소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메시지를 전

혀 듣지 않는다면, 설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음악이 너

무 기억하기 쉬우면, 우리는 그 음악을 기억할 수는 있어도 광고되고 있는 

그 상품을 기억하진 못할 것이다. 

어휘 numerous 많은 procedure 절차[방법] vivid 생생한; 선명한

accompany 동반하다 command 명령하다; *(주의 ·관심 등을) 끌다, 모으다

attend 참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catchy (음악 ·광고 문구가) 기억하기 쉬운

구문 해설

[3행] … designed to attract attention, such as [printing signs 

upside down or backwards, using vivid colors, and using 

unusual music and sounds].

▶  [ ]는 such as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세 개의 동명사 printing, 

using, using이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됨

005│⑤ 

해설

⑤ 자신에게 주의 집중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식의 질을 ‘극대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minimize를 maximize로 고쳐야  

한다.  

해석

사고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당신의 작업 기억을 맑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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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수업이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

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회의에서 회

의실을 둘러보면 당신은 현대 생활의 진정한 악마들 중 하나인 멀티태스킹

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회의석상에 앉아 있으면 당신은 현재 회의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메

일을 확인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독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

은 모두 당신의 작업 기억을 차지한다.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할 기회를 매번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지식의 질을 최소화할(→ 극

대화할) 수 없다. 

어휘 weaken 약화시키다 obvious 분명한[명백한] demon 악령, 악마   

unrelated 관련[관계] 없는 take up (시간 ·공간을) 차지하다[쓰다] minimize 

최소화하다(↔ maximize) quality 질     

구문 해설

[2행] …, then you are weakening your ability to think about 
[what is going on in your class or meeting].

▶ to think는 your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10행] Each of these activities takes up your working memory.

▶  「each of+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takes up이 쓰

임

006│① 

해설

(A)   사회적으로 ‘어색한’ 일을 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내용이므로, 

awkward가 적절하다. comfortable ‘편안한, 쾌적한’

(B)   간지럼 태우기의 ‘진화론적인’ 목적을 간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

러우므로, evolutionary가 적절하다. revolutionary ‘혁명의, 혁명적

인’

(C)   간지럼 태우기에 ‘반응’하여 나오는 웃음을 의미하므로, response가 

적절하다. respondent ‘응답자’

해석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비록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간지럽힐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두뇌는 또

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주 어색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한다. 

‘웃음: 그에 관한 과학적 탐구’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R. 프로빈은 이러한 

사실들로 간지럼 태우기의 진화론적인 목적을 간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는 간지럼 태우기가 부분적으로 가까운 동료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

을 위한 기제이며,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간지럼 태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웃음은 인생의 처음 

몇 개월 사이에 시작된다. “그것은 아기와 돌보는 사람 간의 최초의 의사소

통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프로빈은 말한다. 얼굴을 마주하는 그 활동은 또

한 다른 상호 작용을 위한 문을 열어준다.  

어휘 tickle 간지럼을 태우다[간지럽히다] mechanism 기제, 메커니즘

bonding 유대(감 형성) companion 동반자; *친구, 동지 in response to ~에 

응하여[답하여], ~에 대한 반응으로 kick in 시작하다 caregiver 돌보는 사람

interaction 상호 작용

구문 해설

[3행] …, your brain also strongly discourages you from doing 

something so socially awkward. 

▶ 「discourage A from v- ing」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007│③ 

해설

③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시 초점의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덜 선호되

었던 옵션의 ‘매력적인’ 특징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unattractive는 appealing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사람들은 대안 중에서 선택하거나 특정 옵션을 제거함으로써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 하지만 한 새로운 연구는 한 가지 옵션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

는 것이 소비자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뒤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 소비자들이 옵션을 제거할 때 그들은 어떤 대안을 원치 않는지 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옵션들을 제거해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해선 덜 선호

되는 옵션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초점의 변화는 그들이 처음에는 덜 선호하

던 옵션의 매력적이지 못한(→ 매력적인) 특징에 더 주목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쉬운 접근성 때문에 지하철역에 더 가까운 아파트를 선호

하지만 충분한 돈이 없는 신혼부부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혹은 역

에서 더 멀리 떨어진 덜 비싼 아파트 중에서 ‘제거’할 아파트를 고르라는 말

을 들었다. 그저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제거’할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는 것

이 그들에게 덜 비싼 아파트를 살 곳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휘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reject 거부[거절]하다 reverse 뒤바

꾸다 preference 선호(도) assess 재다[가늠하다]; *평가하다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못한 initially 처음에 instruct 지시하다     

구문 해설

[2행] But a new study finds [that {focusing on rejecting an 

option} can lead consumers to reverse their preferences].

▶ [ ]는 find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 }는 명사절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 「 lead A to-v」  ‘A를 ~하게 하다’

[5행] …, they need to decide [which alternative they do not 
want], so they focus on options [that are less preferred in 

order to assess {if they should reject those options}].

▶  첫 번째 [ ]는 decide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함  

▶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opt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 }는 접속사 if가 이끄는 명사절로, assess의 목적어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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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② 

해설

②  「so+형용사[부사]+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인데 형용사 

wounded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므로, severely로 고쳐야 한다.

①  ‘부상당한’ 동물들을 의미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injured가 쓰인 것은 맞다.

③  앞에 언급된 other dolphins를 가리키는 복수 대명사 they가 쓰인 것

은 맞다.

④  「have difficulty (in) v- 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의 의미로 

동명사 breath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⑤  「try to-v」는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로 문맥상 코끼리 그룹의 다른 

멤버들이 쓰러진 코끼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한다’의 의미이므로, 

to raise가 쓰인 것은 맞다.

해석

몇몇 동물 종(種)들은 다른 부상당한 동물이 생존하도록 돕는다. 돌고래는 

호흡하기 위해 수면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돌고래가 너무 심각하게 부상당

해 혼자서 수면까지 헤엄칠 수 없다면, 다른 돌고래들이 그 돌고래 아래에서 

무리를 지어, 그 돌고래를 (호흡할 수 있도록) 물 밖으로 밀어 올린다. 만약 

필요하면, 돌고래들은 몇 시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같은 종류의 일

이 코끼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쓰러진 코끼리는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호

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거나, 햇빛으로 몸이 과열될 수 있다. 

많은 코끼리 전문가들은 코끼리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 무리의 다른 코끼리

들이 그것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어휘 survive 생존하다 surface 표면 wounded 부상을 입은[다친]

severely 심각하게 overheat 과열되다

구문 해설

[1행] Several animal species help other injured animals 

survive.

▶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함

[2행] Dolphins need to reach the surface of the water to 
breathe. 

▶ to breath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3행] If a dolphin is wounded so severely that it cannot swim to 

the surface by itself, other dolphins group themselves under 

it, [pushing it upward to the air].

▶  주어(other dolphins)와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가 쓰임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002│⑤ 

해설

(A)   한정어 a가 명사 앞에 올 때는 「a+명사+of+소유대명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므로, ours가 적절하다. 

(B)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oo ~ to-v」  구문이 와

야 하므로, to carry가 적절하다. 

(C)   discover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해석

때때로 아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살 난 친구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갔다. 어느 시점에 그 아

이가 아버지에게 ‘어른들’이 하는 식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게 해 달라고 요

청했다.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자기 배낭을 벗어 아들에게 건네주었고, 아

들은 곧 그것이 자기가 메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천진하게 아버지에게 외쳤다. “아빠, 가방이 제겐 너무 무거워요.” 그런 후

에 그는 산길을 행복하게 올라갔다. 안전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로 너무 작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또한 아들과 

잠재적인 논쟁도 피했다. 

어휘 capable of ~할 수 있는 hand 건네주다, 넘겨주다 immediately 즉

시, 즉각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trail 자국; *산길, 오솔길 experientially 

경험에 의해 indeed 정말[참으로] potential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argument 논쟁

구문 해설

[4행] At one point the boy asked his father to let him carry a 

heavy backpack the way [the “big people” do].

▶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함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5행] Without saying a word, the father … to his son, [who 

immediately discovered {that it was too heavy for him to 

carry}].

▶ 「without v- ing」  ‘~하지 않고서’

▶  [ ]는 선행사인 his son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

사절

▶ { }는 discover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003│③ 

해설

③  진목적어인 to reach 이하를 대신하는 가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it으로 

고쳐야 한다.   

①  등반가가 국기를 ‘흔드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waving이 쓰인 

것은 맞다.  

②  과거의 일임을 나타내는 부사구 a half century ago가 있으므로, 

means의 과거형 meant의 대동사 did가 쓰인 것은 맞다.      

④  ‘~할 때마다’의 의미이므로, whenever가 쓰인 것은 맞다.  

⑤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을 이끄는 의문사 when이 쓰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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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한때 놀라운 업적으로 여겨졌다. 그곳

에서 국기를 흔드는 등반가가 있다는 것은 심지어 국가적 명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4,000명이 그곳의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업적은 반세기 

전보다 의미하는 바가 더 적다. 1963년에 6명이 정상에 도달했지만, 2012
년 봄에 정상에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붐볐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

람들이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중요

한 요인은 향상된 일기 예보이다. 과거에는 정보의 부족은 원정대들이 그들

의 팀 구성원들이 준비가 될 때마다 등정을 시도하게 했다. 오늘날에는 초정

밀 위성 예보와 더불어, 모든 팀들은 등반하기에 완벽한 날씨가 언제일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은 종종 같은 날에 정상을 향해 간다.

어휘 summit 정상, 산꼭대기 achievement 업적; 성취 forecast 예보[예

측]하다; 예보, 예측 expedition 탐험, 원정; 원정대 hyper-accurate 초정밀의  

satellite (인공)위성

구문 해설

[2행] It was even a national honor [to have a climber waving a 

national flag there].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4행] But now that almost 4,000 people have reached its 

summit, the achievement means less than it did a half century 

ago.

▶  now that은 ‘~이므로, ~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004│② 

해설

(A)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고,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which가 적절하다. 

(B)   ‘덜 성공한’ 팀이라는 의미이므로, 비교급 less가 적절하다.   

(C)   앞에 나온 복수 명사구 economic decisions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쓰인 복수 대명사 those가 적절하다. 

해석

스포츠의 본질은 경쟁이다. 하지만, 시장이 아닌 경기장에서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프로 스포츠 구단에 가장 이익이 된다. 그 이유는 쉽

게 관찰할 수 있다. 스포츠 구단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팬 확보를 위해 경쟁

한다고 상상해보라. 더 성공한 구단들은 더 많은 입장권을 팔아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이는 그 구단들로 하여금 더 높은 연봉을 통해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구단

들은 덜 성공한 팀들보다 너무나 강해져서 경기장에서의 경쟁이 관중들에

게 지루해질 것이다. 약팀들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고, 강팀들은 팬을 잃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프로 스포츠 구단의 경제적 결정과 그 경쟁 구단

의 결정은 상호의존적이다. 

어휘 essence 본질, 정수 competition 경쟁; 대회 marketplace 시장 

observable 식별[관찰]할 수 있는 salary 급여, 봉급 spectator 관중  

bankruptcy 파산 interdependent 상호의존적인

구문 해설

[1행] However,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professional sports 

clubs for this competition [to occur on the playing field, not in 

the marketplace].

▶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인 [ ]가 진주어이며, for this competition
은 to occur의 의미상 주어

005│④ 

해설

④ 건축가들이 사막에 멋진 태양전지판과 태양에너지 탑을 ‘설계하는’ 데 마

음이 끌리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designating은 designing
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거의 모든 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향

후 5년 사이 어떤 시점에 피크오일(석유 생산 정점)에 이르러 있거나 이르

게 될 것이다. 비록 기후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문명에 동력을 공급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단지 9,300만 마일 떨어진 거리에 안전한 핵 시설(태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 나는 살면서 태양열 기술이 번창하길 희망한다. 

증기를 과열시킬 집광형 태양열 발전, 전력 이동과 전기 저장은 이 새로운 

탐구의 일부분이다. 나는 건축가들이 사막에 아주 멋진 태양전지판과 태양

에너지 탑을 지정하는(→ 설계하는) 데 마음이 끌리기를 바란다. 20~30년 

후에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달콤한 광양자의 비에 흠뻑 젖어 있게 

될 때 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의아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까?  

어휘 account 계좌; *설명 profound 엄청난[깊은] concern 우려[걱정] 

power 동력을 공급하다 civilization 문명 flourish 번창하다

concentrated 집중된 mobility 이동성 storage 저장, 보관 quest 탐구, 탐

색 architect 건축가 gorgeous 아주 멋진[좋은]; 화려한 array 정렬; *집합체 

photon (물리) 광자, 광양자   

구문 해설

[5행] [How fortunate we are] to have a safe nuclear facility a 

mere ninety-three million miles away.

▶ [ ]는 「how+형용사[부사]+(a/an)+S+V」  어순의 감탄문

[12행] Could it be possible [that in two or three decades we 

will look back and wonder {why we ever thought (that) we 

had a problem when we are bathed in such a sweet rain of 
photon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  { }는 wonder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S+V」의 어순을 

취함 

▶ 「such+a(n)+형용사+명사」 ‘그런 ~한 ···’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103 17. 10. 11.   오후 2:53



104•수능만만 기본 

006│③ 

해설

(A)   토론이 시민 사회 경영과 사법 제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중대한’의 

의미이므로, critical이 적절하다. critic ‘비평가, 평론가’

(B)   수백 명의 아테네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라는 내용이므로, 

composed가 적절하다. suppose ‘생각하다, 추정하다’

(C)   중국에 자국만의 오래되고 ‘유명한, 저명한’ 토론 전통이 있다는 의미이

므로, distinguished가 적절하다. extinguish ‘(불을) 끄다; 끝내다, 

없애다’

해석

토론은 언어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많은 형태

들을 취해 왔다. 고대 로마에서, 원로원에서의 토론은 시민 사회 경영과 사

법 제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에서는 정책 변화의 지지자들이 

수백 명의 아테네인들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일상적으로 자신들

의 주장을 입증하곤 했다. 인도에서 토론은 종교적인 논란거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고 매우 인기 있는 오락의 한 형태였다. 인도 왕들은 승자들에게 

상을 주면서, 대규모 토론 대회를 후원했다. 중국은 자국만의 아주 오래되고 

훌륭한 토론 전통을 가지고 있다. 2세기가 시작되면서, 도교 철학자와 유학

자들은 밤낮으로 지속했었을 대회에서 관객들 앞에서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했던 ‘청담(淸談)’이라고 알려진 관행에 참여했다. 

어휘 debate 논의[토의/토론]하다; 논의[토의/토론] justice 공정성; *사법 

advocate 옹호자, 지지자 routinely 일상적으로 jury 배심원단

controversy 논란 Taoist 도교 신자, 노장 철학 신봉자 Confucian 유교의

구문 해설

[1행] Debating is as old as language itself and has taken many 

forms throughout human history.

▶ 「as+원급+as」  ‘~만큼 ···한’ 

[9행] Indian kings sponsored great debating contests, [offering 

prizes for the winners].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007│⑤ 

해설

(A)   고객이 한 제품에 습관을 형성하면, 그 제품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므로, 

depend가 적절하다. defend ‘방어하다; 옹호[변호]하다’

(B)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습관 형성은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더 준다는 내용이므로, increase가 적절하다. reduce 

‘줄이다[축소하다]’

(C)   게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싶은 바람이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progress가 적절하다. process ‘가공[처리]하다’

해석

워런 버핏은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겪는 고통의 양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기업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버핏과 그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고객들이 한 제품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면, 그들은 그것에 의존

하게 되고 가격에 덜 민감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버핏과 멍거는 습관이 기

업에게 가격 인상에 대한 더 큰 유연성을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무료로 해보는 비디오게임 사업에서, 게임 사용자들이 지속적이고 습관적

으로 게임을 하게 될 때까지 게임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은 일상화된 관행이다. 일단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리

를 잡고 게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면, 사용자들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기는 훨씬 더 쉽다. 가상 아이템, 추가 생명, 특별한 능

력을 파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윤을 만드는 부분이다. 

어휘 agony 극도의 고통 go through 겪다 flexibility 융통성, 탄력성

habitually 습관적으로, 늘 compulsion 충동, 강박 convert 전환시키다

virtual 사실상의; *가상의

구문 해설

[12행] Once the compulsion to play is in place and the desire to 

progress in the game increases, [converting users into paying 

customers] is much easier.

▶ Once는 ‘일단 ~하면’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  

▶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며,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임  

▶ much는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15행] [Selling virtual items, extra lives, and special powers] is 

[where the real money lies].

▶ 첫 번째 [ ]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 두 번째 [ ]는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된 관계부사절  

문법어법어휘 정답.indd   104 17. 10. 11.   오후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