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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주어 찾기 1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

EXERCISE p.8

1 Setting goals / involves deciding what is important 
to you.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

한다.

2 To choose the right job / requires a great deal of  
exploration.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 엄청난 양의 탐색을 필요로 한다.

3 Making new friends outside your country / can 
be a great adventure.
당신의 나라 밖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 굉장한 경험일 수 있

다.

4 Learning a new language / means having 
another world of  thought.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 또 다른 사고의 세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5 Doing something for others / makes you feel 
better about yourself.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더 기분 좋게 느끼

도록 만든다.

6 To receive a gift from the person you like / is 
exciting.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 신나는 일이다.

7 To invest all your money in stocks / is not safe at 
all.
당신의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 전혀 안전하지 않다.

8 Wearing proper clothes / shows how well you 
understand manners and etiquette.
알맞은 옷을 입는 것은 / 당신이 매너와 에티켓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보여준다.

9 To wait for someone for a long time / is annoying.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 짜증스럽다.

어휘 involve 포함하다   require 요구하다   a great deal of 엄청난 

양의   exploration 탐색   adventure 모험, 진기한 경험   invest 투자

하다   stock 주식   not … at all 전혀 …않다   proper 적절한, 제대로 

된   annoying 짜증 나는

EXERCISE p.9

02 수식어가 딸린 긴 주어

1 People (living in the countryside) / tend to have 
healthy skin.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경향이 있다.

2 All the efforts (to rescue the pilot) / were in vain.
그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 허사였다.

3 Children (with interpersonal intelligence) / have 
a more developed sense of  humor.
대인관계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 좀 더 발달된 유머감각을 갖는다.

4 Products (made in South Korea) / are very 
popular here.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여기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5 Most people (who smoke) / have heard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cigarettes.
담배를 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관해 들어 보았다.

6 The only thing (I need you to do for me) / is feed 
my dog.
네가 나를 위해 해 주었으면 하는 유일한 것은 내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7 The most unique thing (about human beings) / 
is that they learn.
인간에 관한 가장 특별한 점은 그들이 학습한다는 것이다.

어휘 trace … back to …의 유래[기원]가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countryside 시골   effort 노력   rescue 구조하다   in vain 헛된   

interpersonal 대인관계의   intelligence 지능   sense of humor 

유머감각   effect 효과; *영향   feed 먹이다

단 문 독 해 pp.10-11

1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important facts from 

each lesson and going over it several times

해석 학습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몇몇 학생들은 사실 단순히 더딘 

학습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자료를 익힐 수 있지만 더 

오래 걸린다. 더딘 학습자가 직면하는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세부적

인 것에 집중하여 수업의 요점을 자주 놓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각 수업의 중요한 사실들을 모은 목록을 제공하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더딘 학습자

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므로 교사들은 그들을 자주 칭찬해 주고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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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더딘 학습자는 수업의 핵심 요소를 자주 놓치기 때문에 3

번째 문장에서 각 수업의 중요한 사실들을 모은 목록을 제공하고 그

것을 여러 번 반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Some students [who are considered 

learning disabled ] are actually just slow 

learners; … .
[ ]는 주어 Some studen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며, 동사는 are이다.

[4행] For this reason, [providing them with a 
list of  important facts from each lesson and 
going over it several times] can be helpful.
동명사구 [ ]가 주어이며, 두 개의 동명사구가 and로 병렬연결

되어 있다.

2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배우는 것을 스스로 복습하는 것

해석 과학 기술을 교실에 결합시키는 것의 이점은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 아마도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맞춤형(개별

화된) 학습이다. 이에 대한 한 예는 자동적으로 학습자의 지식과 능력 

수준에 맞추는 수학 게임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게임이 단순한 책보

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이 배우는 것을 스스로 복

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문제 해결과 비판

적 사고 같은 역량에 좀 더 집중하게 해준다.

문제풀이 바로 앞 문장의 내용으로,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스스로 배

우는 것을 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문분석 [2행] Perhaps the biggest advantage 

[offered by technology] is personalized learning.

[ ]는 the biggest advantag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4행] Students find such games more engaging

than simple books, so they are more likely to 
review [what they learn] on their own.
「be likely to-v」는 ‘…할 가능성이 높다’의 의미이다. [ ]는 선행

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revie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3 They believe that language reveals the funda-

mental workings of our minds.

해석 인지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한 이유는 사람들의 사고 

패턴이 그들의 언어에 반영된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견

해로는, 이런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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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을 구성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언어학자들이 그들의 분야에 있는 다른 이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언어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작용을 

보여 준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이 글은 인지언어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다른 언어학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언급

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One reason [why  cogni t ive  

linguists study language] is that they believe … .
[ ]는 One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4 전자책의 상호 작용적 특성 때문에

해석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은 전자책을 이용하여 주

의 집중 시간을 증가시켜 왔다. 그들이 가진 장애의 특성 때문에 그들

은 일반적인 책에는 집중할 수 없지만 컴퓨터를 활용할 때는 좀 더 쉽

게 집중할 수 있다.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은 대개 주의력 결핍 장애

를 가진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반면, 전자책의 상호 작용적인 

특성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의 exploring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Many children [with ADD] have 
increased their attention spans … .
[ ]는 전치사구로 주어 Many children을 수식하며, 동사는 

have increased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이다.

5 horses, humans

해석 눈이 머리에 위치해 있는 방식이 동물의 ‘시야’를 좌우한다. 즉, 

그것은 동물이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를 결

정한다. 우리의 눈은 머리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 180도 정

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약 215도 정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말이 한 번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주변을 더 많이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포식자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동물에게 유용하다.

문제풀이 말의 시야는 215도 정도이고, 인간의 시야는 180도 정도

이므로 말이 인간보다 주변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T
S

he way [in which its eyes are 

positioned on its head] c
V

ontrols … .

「전치사+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주어인 The 

way를 수식하며, controls가 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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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⑤   2 ④   3 ②   4 ①   5 ②   6 ③

수 능 독 해 pp.12-15

1 ⑤

해석 초등학교에서 우리 중 대부분은 글을 읽을 때, 글의 행 밑을 손

가락으로 긋지 말라고 배웠다. 하지만,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 방법

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독서 속도와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주고 있다. 손가락으로 당신이 읽어 가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

은 읽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고, 그것(= 읽던 위치)을 찾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해 주기 때문에 당신이 더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불필요한 다시 읽기는 

당신의 독서 시간의 약 1/6을 차지할 것이다. 게다가, 페이지 위에 손

을 대고 독서를 하는 것은 한 곳에 당신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당

신의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이해력을 향상시킨

다. 그러므로 다음에 당신이 책을 집어 들면, 독서를 할 때 손가락 끝

으로 단어들에 밑줄을 쳐 보면서, 당신의 읽기 속도가 떨어지는(→ 상

승하는) 것을 지켜보라.

문제풀이 손가락으로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 것이 읽기 속도 향상

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 drop을 ‘상승하다, 향상되다’ 

등의 의미를 가진 increase, rise 등으로 바꿔야 한다.

구문분석 [3행] Marking your progress with a 
finger enables you to read faster because it 
prevents you from losing your place and backing 
up to locate it.
「enable+O+to-v」는 ‘ …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의 의미

이다. 「prevent+O+from+v-ing」는 ‘ …가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로 prevent 대신 keep[stop/prohibit]을 쓸 수도 있다.

2 ④

해석 내 삶에서 수면 장애, 식욕 감퇴, 집중력 부족, 그리고 절망감을 

포함하여, 모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

닫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여러분

은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서 너무 벗어나서 (인생의) 길을 다시 찾기 위

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게 있어, 

우울증을 다루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하지만, 내

가 끝없이 흐느껴 우는 것에 맞서 아무리 힘들게 싸울지라도, 나는 눈

물을 참거나 내 부정적인 관점을 밝게 할 수 없었다.

문제풀이 앞에 나온 the path를 가리키므로, ④의 those는 단수 

지시대명사 it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when은 선행사 a time in my life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이다. 

② 동명사구 realizing … is가 문장의 주어이고 can take가 문장

의 동사로 적절하다. 

③ that은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다.

⑤ brighten은 앞의 동사 keep과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되었다.

구문분석 [1행] There was a time in my life [when 

I began to show all the signs of  depression, ...].
in my life는 전치사구로 a time을 수식하며, when 이하는 a 

tim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5행] …, and eventually you realize [that you 
have traveled so far off  the path of  life that you 
don’t even know {which direction to go to find it 
again}]. 
[ ]는 realiz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 }는 that절의 동사 know의 

목적어이며, which direction to go는 「의문사+to-v」형태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의 의미이다. to find는 목적을 나타내

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3 ②

해석 우리는 한밤중에 간식을 갈망할 때 우리의 조상들을 탓해도 된

다. 연구는 생물학적 주기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진 체내의 시계에 의

해 야식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부추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시

계는 우리에게 언제 자야 하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 준다. 이러

한 갈망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제는 불필요한 전략의 잔재이

다. 오래전에는, 밤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기

근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우리 식습관

의 변화는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그것은 현재 심각한 건강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기근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적은 현대인들이 오늘

날 불필요하게 먹고 있으며, 이는 늘어나고 있는 비만율의 핵심 요인

이다.

⇨ 우리 조상들의 생존 전술이 현대의 비만 문제의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이다.

문제풀이 과거 조상들이 기근을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밤

에 많은 양의 식사를 했던 생존 습관이 몸에 남아 오늘날 비만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구문분석 [2행] … by the body’s internal clock, 
[also known as the circadian system], which 
tells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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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삽입구로 the body’s internal clock을 보충 설명한다. 

which는 the body’s internal clock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

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5행] Long ago, [eating large meals at night] 
helped our ancestors store energy during famines.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help+O+(to-)v」는 ‘…

가 ~하는 것을 돕다’는 의미이다.

[8행] Modern people, [who are less likely to face 
famines], are now eating unnecessarily, [which 
is a key factor in rising obesity rates].

who는 주어 Modern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

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로,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

4 ①

해석 때때로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동

이 경쟁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흡혈박쥐와 같은 동물을 생각해 

보라. 한 마리의 박쥐가 먹잇감을 찾으면 그 박쥐는 그것을 다른 박쥐

들에게 알리는데, 이러한 관대함이 다른 박쥐가 운이 좋을 때 보답받

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초기 인간 사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거대한 매머드를 죽인 한 원시인은 그것을 도저

히 다 먹을 수가 없었다. 대신에,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

고, 다른 사람들도 사냥에 성공했을 때 똑같이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위해 이웃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협동하려는 본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

문제풀이 두 번째 문장의 though 이하에서 cooperation이 중요

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동물과 사람 모두 음식을 나누어 왔고 그것이 

지금도 협동하려는 본능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① ‘타고난 협동심’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흡혈박쥐의 행동 ③ 원시인의 사냥 ④ 정글의 법칙 ⑤ 

생존을 위한 경쟁

구문분석 [4행] …, it lets other bats know about it 
… .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know가 쓰였다.

[6행] An early
S

 human [who killed …] couldn’t 

p
V

ossibly eat it all; … .

who 이하의 [ ]은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인 An early 

human을 수식하고 있으며, 동사는 couldn’t eat이다. 

5 ②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Einstein을 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그것(=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없

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그는 11회에 걸쳐 후보로 지

명되었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노벨위원회 위원들의 구시대적 태도

가 주원인이었다. 그들은 상대성 이론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생각

했다. 한 위원은 심지어 ‘Einstein은 전 세계가 원해도 노벨상을 절

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

전효과에 대한 그의 1905년 논문으로 Einstein은 마침내 19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 그의 논문은 빛이 파동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입자의 형태로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노벨위원회는 

Einstein에게 시상식에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지만 그는 (시상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he was nominated 11 times를 통해 

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문분석 [3행] The old-f
S

ashioned attitude [of  the 

Nobel committee members] w
V

as … .

주어의 핵은 attitude이고 앞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전치사구가 

수식하고 있다.

[8행] … light behaves not only as a w
A

ave but also 
as p

B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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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B에는 문법상 대등한 요소가 와야 한다. 여기서는 A와 B의 

자리에 ‘…로서’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 as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왔다.

6 ③

해석 위 도표는 2010년과 2015년에 적어도 100세인 사람들인 센

터네리언(centernarians)의 주거 실태를 보여 준다. 2010년에, 가

족과 함께 사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주거 실태가 알려져 있

지 않은 노인의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10년과 2015년 두 

해 모두, 친척과 함께 사는 100세 이상의 노인은 가장 작은 그룹을 

차지했다. (반면에, 요양원에서 지내는 10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두 

해 모두 모든 주거 유형 중에 가장 높았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100

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두 배 이상이 되며, 2010년에서 2015년 사

이에 이 주거 실태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혼자 사는 100

세 이상 노인 비율은 2퍼센트 포인트 미만으로 약간 증가했다.   

문제풀이 모든 주거 유형에서 2010년과 2015년 두 해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은 요양원에서 지내는 10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10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므로 ③은 도표와 일

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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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2행] …, the percentage of  centenarians 

[living with family members] wa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centenarians) [whose residential situation was 

unknown].
첫 번째 [ ]는 centenarian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앞에 생략된 centenarians를 수식하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A

1 provides

해석 소설을 읽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

풀이 주어의 핵은 동명사 Reading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2 makes

해석 일출을 보는 것은 모두가 행복함을 느끼게 해 준다.

풀이 주어의 핵은 동명사 Seeing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3 was

해석 너와 네 친구들을 만난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풀이 주어의 핵은 동명사 Meeting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4 were

해석 지역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

았다.

풀이 주어의 핵은 The books이고 borrowed … library

는 주어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므로, 주어 The books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킨다.

5 are

해석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근로자들이 더 생산적이다.

풀이 주어의 핵은 Workers이고, who  …  training

은 Work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므로, 주어 

Workers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킨다.

B

1 Learning a foreign language offers many 

advantages

2 that most people don’t know is how to control 

their time

REVIEW TESTUNIT 01 p.16

S

V

C

1 Exercising[To exercise] regularly is the best way to 
 S V S.C

 stay healthy.
2 Students who are attending private school 

 S

 must wear school uniforms.
 V O

UNIT 02
주어 찾기 2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명사절 주어

EXERCISE p.18

1 How people learn / varies according to their 
learning style.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는 그들의 학습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2 Whether your audience understood your speech /  
matters most.
청중이 당신의 연설을 이해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3 Why people want to buy a new car / is our 
research topic.
왜 사람들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지가 우리의 연구 주제이다.

4 What is important / is the satisfaction your work 
brings.
중요한 것은 너의 일이 가져다주는 만족이다.

5 Who broke the window / will never be known.
누가 창문을 깼는지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6 That she forgot my name so quickly / was a shock 
to me.
그녀가 내 이름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렸다는 것이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7 Whether you do it or not / depends on your 
decision.
네가 그것을 하고 말고는 너의 결정에 달려 있다.

어휘 vary 다양하다   audience 청중   matter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satisfaction 만족   depend on …에 달려 있다   decision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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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19

02 가주어 it과 진주어

1 It is important to eat three balanced meals every 
day.
매일 세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It was strange seeing my parents in my classroom.
내 교실에서 부모님을 보는 것은 이상했다. 

3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win first prize or 
not.
네가 1등상을 받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4 It is natural that parents should be worried about 
their children.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5 It’s no wonder that your brain works much better 
after a sound sleep.
숙면 뒤 뇌가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6 It was very exciting to read your article about 
building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기사를 읽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

었다.

7 It’s amazing that such a simple thing as giving 
thanks can change the way you view yourself.
감사하기와 같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

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어휘 balanced 균형 잡힌   sound 소리; 건강한; *(잠이) 깊은   view 

바라보다

단 문 독 해 pp.20-21

1 ③

해석 개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들은 자신의 꼬리를 쫓아다니며 

물거나 벌어진 상처가 날 때까지 앞발을 물어뜯는 등의 해로운 동작

을 반복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반복

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가가 발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소음이 

당신의 개로 하여금 자신의 꼬리를 뒤쫓게 만든다면, 그 소음을 내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라. 또한 당신의 개가 주의 집중을 요하는 활동

에 몰입하도록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먹이가 들어 있는 

퍼즐 장난감이 있다. 개 강박 장애가 있는 개들은 그 장난감을 열려고 

애쓰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이는 개들이 스트레스 요인

에 집중하는 것과 해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막아준다.

문제풀이 (A)와 (B) 다음에서는 모두 앞에 나온 내용의 예시를 제시

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접속사 ③ For instanc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 there are puzzle toys [that 

contain food]; … .
[ ]는 puzzle toy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행] This keeps them from focusing on their 
stressors and from repeating harmful habits. 
「keep+O+from+v-ing」는 ‘…가 ~하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 

이다.

2 기업 소유주, 주주, 지역사회, 국가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

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분명 기업들이 이윤을 창

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은 기업들이 소유주

나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업들

은 또한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제에도 공헌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b e n e f i t  t h e i r  o w n e r s  a n d 

shareholders와 네 번째 문장의 make a contribution to the 

economy of a community or a country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구문분석 [3행] What is often overlooked, though,  

i
V

s that businesses …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다.

3 기업의 이익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이익을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 달성에 쓰는가]

해석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에 초점을 두는 기업이

다.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업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지는 그것의 이

익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기업이 벌어들

이는 이익은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쓰인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however 이후에서 is determined by 

what its profits are used for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 

이익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가’가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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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2행] It is very similar to a traditional 
business in that it offers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in that+S+V...」는 ‘…라는 점에서’의 뜻이다.

[3행] [Whether a business is a social enterprise], 
however, is determined by [what its profits are 
used for].
첫 번째 [ ]는 주어로 쓰인 명사절로 「whether … (or not)」은 

‘…인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두 번째 [ ]는 의문사 what이 이

끄는 간접의문문으로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였다.

4 세상에 무엇을 베풀었는가, 남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해석 당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와 상관없이, 언젠가 당신의 삶

은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삶이 끝날 때), 당신이 무

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중요할 것은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베

풀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이다. 이것을 명

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문제풀이 네 번째 문장에서 what you gave back to the world

와 what you were able to teach others가 인생이 끝나는 날에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구문분석 [2행] Nor will it matter [what people 
think of  you].
부정어구 Nor가 문두에 나와 「부정어구+조동사+주어+동사」의 

어순으로 도치되었으며, it은 가주어이고 의문사 what이 이끄는 

[ ]이 진주어이다.

5 ③

해석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탐험가이다. 어쨌든, 누가 그들의 

일생을 문을 열어 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만 보며 보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발견해주는 

것보다 항상 더 흥미롭다. 예를 들면,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간의 차이

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가 당신이 실

제로 결혼하려 누구를 선택하는지보다 당신에게 틀림없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문제풀이 빈칸 뒷부분에서 누구나 인생에서 문을 열어 보지 않고 바

라만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누

군가가 대신 발견해주는 것보다 흥미롭다는 것을 결혼의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explorer(탐험가)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 [whether you are free to choose] 
may well be more important to you than whom 
you actually choose to marry.
접속사 whether는 ‘…인지 어떤지’의 의미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1 ⑤   2 ②   3 ③   4 ⑤   5 ④   6 ②

수 능 독 해 pp.22-25

1 ⑤

해석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일을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당신이 불만을 느끼면 육체적, 정신

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당신은 일 문제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며 

집에 가고 다시 출근하기를 싫어한다. 더욱이, 당신이 자신의 일을 의

미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당신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기가 힘들다. 

당신이 일에 만족할수록, 경력 발전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다.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

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부가 월급과 일자리 보장뿐이라면 동기 부여를 받기가 매우 힘들

다. 따라서, 당신이 일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어떤 종류의 일

이 당신을 만족스럽게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얼마

나 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당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

지는 않다.

문제풀이 (A) 앞에서는 일이 불만족스러우면 우울해지고 출근하기가 

싫어진다고 했고, 뒤에서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경력을 발전

시키기가 힘들어진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제시되므로, 첨가나 추가

를 나타내는 What’s more가 적절하다.

(B) 빈칸 앞뒤의 내용은 월급과 일자리 보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면 동기 부여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 만족스러

운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는 흐름이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Therefor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4행] …, if  you don’t consider your 
work meaningful, it’s difficult to keep your 
career moving forward.
consider의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meaningful이 왔다. it은 

가주어이고 to keep 이하가 진주어이다. 

[9행] …, it’s important to first discover [what 
kind of  work makes you feel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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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은 가주어이고 to first discover 이하가 진주어로서 first가 

to의 뒤에 삽입되었다. [ ]는 discover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

문문이고, 동사원형 feel이 5형식동사 makes의 목적격보어로 

쓰였다.

[10행] How much you earn may matter, but not 
more than being satisfied with your job.
How … earn은 주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이다. 

2 ②

해석 당신이 ‘비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돈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영역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더 넓은 

의미에서 비용의 개념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샀다는 사실은 그것을 돈과 교환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된 기회비용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경기 입

장권을 구매하려고 결정했을 때, 당신은 입장권에 드는 20달러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또한 경기장에서 소비되는 시간도 포

기하는 것이다. 구매는 선택이고, 기회비용은 당신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중요한 경

제 개념이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해준다.

문제풀이 ②의 관계대명사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

는데, ‘you decide to … to a baseball game’은 완전한 문장이

다. 여기서는 의미상 what 대신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when이 

와야 한다.

오답풀이 ① ‘ …하기 위해서’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적 용법의 to부

정사이다.

③ the time을 수식하여 ‘경기장에서 소비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과거분사 spent는 적절하다.

④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 

였다.

⑤ ensur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다.

구문분석 [1행]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costs”] is probably money.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7행] …, and the opportunity cost includes all 
the things [(that) you could have done if you

had not made that choice].
[ ]는 선행사 all the thing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며, 목

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관계대명사절에는 과거 사

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 쓰였다.

3 ③

해석 당신 가족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면, 당신

은 생명보험에 들기 전에 조사해 보아야 한다. 좋은 보험 증권은 그

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반면 나쁜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

다. 좋은 생명보험이 있으면, 당신에게 어떤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하

더라도 당신의 가족들이 똑같은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

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생명보험은 당신이 처음에 아이들을 위해 계

획했던 질 좋은 교육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불

행히도, 미래에 대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던 많은 가족들이 가족의 

주 부양자가 사망한 후에 이러한 계획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인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제풀이 (A) 문맥상 좋은 보험 정책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financially가 적절하다. ethically는 ‘윤리적

으로’라는 의미이다.

(B) 좋은 생명보험은 당신에게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가족

들이 동일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므로, 

disastrous가 적절하다. vigorous는 ‘활발한’이라는 의미이다.

(C) 가족의 주 부양자가 사망한 후에는 계획했던 것들을 계속해

서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pursue가 적절하다. 

recognize는 ‘깨닫다’라는 의미이다.

구문분석 [4행] …, it is possible for your family to 
continue … .
it은 가주어, to continue는 진주어를 이끄는 to부정사이고, 

for your family는 to continue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6행] …, an effective insurance policy will 
ensure [that your children can afford the high-
quality education {(which[that]) you initially 
had planned for them}].
[ ]는 ensure의 목적절로 접속사 that이 이끌고 있다. { }는 앞

의 the high-quality educati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생략되었다.

4 ⑤

해석 Randy  Pausch는 미국인 컴퓨터 과학 교수였다. 그

는 Maryland 주의 Baltimore에서 태어나 Maryland 주의 

Columbia에서 자랐다. 그는 교육자이자 연구가로서 많은 상을 받

았으며, Google과 Disney와 같은 유명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하

지만 그가 가장 잘 기억되게 된 것은 그가 했던 ‘마지막 강의: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정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의 감흥을 주는 강의이

다. 그 강의는 흥미롭고 활기가 넘쳤으나 그것을 정말 의미 있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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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것은 그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YouTube에 게시되고 

난 뒤, 그 강의 영상은 Pausch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TV에 출

연했고, 그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베스트셀러 책도 공동 집필했다.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Pausch는 이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슬프게도, Randy Pausch는 2008

년 7월에 사망했다.

문제풀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Pausch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문분석 [6행] …, it was the fact [that he had 
pancreatic cancer] that made it so meaningful.
「it is[was] … that」 강조구문으로 the fact that … cancer

를 강조한다. [ ]는 the fact와 동격인 명사절이다.

5 ④

해석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5초 내로 줍기만 하면, 그

것을 먹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제 이것이 

거짓이라고 밝혀냈다. 그들은 수박, 젤리와 버터를 바른 빵, 그리고 

버터를 바르지 않은 빵인 네 종류의 음식을 실험했다. 그들은 음식이 

더 촉촉할수록, 더 빨리 오염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더 중요하

게는, 음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오염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빨리 줍더라도, 박테리아가 먼

저 음식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그 실험은 또한 음식이 바닥에 더 오래 

있을수록, 박테리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떨어진 음식을 빨리 줍는 것이 오염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오염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떨어진 음식을 아무리 빨리 주워도 박테리

아가 먼저 닿았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음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

지자마자 오염될 수 있다는 내용 다음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구문분석 [1행] So, no matter how quickly you 
pick it up, bacteria may have reached it first. 
「no matter how+형용사/부사」는 ‘아무리 …할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며, no matter how는 복합관계부사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may have p.p.」는 ‘…했을지

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2행] Some people believe (that) it’s okay to eat 
food [that has fallen on the floor], as long as 

you pick it up within five seconds.
believe의 목적어절에서 it은 가주어이고 to eat ... floor는 

진주어이다. [ ]는 앞의 foo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as long as」는 ‘…이기만[하기만] 하면’의 의미를 나타내

는 접속사이다. 

[8행] The test also showed that the longer the 
food was on the floor, the more bacteria it 
accumulated.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더 …할수록, 더 ~하다’는 

의미의 비교급 표현이다. 

6 ②

해석 그 어떤 대형 신문 가판대에서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다양

한 잡지를 볼 수 있다. 어떤 것들은 과학 기술이나 요리와 같이 특정

한 주제를 전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많은 잡지들은 유명인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상당수는 그 밖의 것은 다루지 않는다. 분명, 편

집자들은 유명인에 대한 정보와 보통 그들의 생활을 둘러싼 논란거리

들을 담고 있는 기사가 시사 문제나 다른 뉴스들을 다루는 기사보다 

더 잘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왜냐

하면 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불미스럽든지 간에 유명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잡지를 집어 들 때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정치적 동향이

나 과학적 발견에 관한 뉴스이며, 나는 내가 소수에 속한 것은 아니라

고 확신한다.

문제풀이 많은 잡지들이 유명인에 대한 기사만을 주로 다루고 있지

만, 그런 기사에 관심이 없는 필자는 괴롭다고 했으므로 글의 요지로

는 ②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4행] Apparently, editors have found 
that articles [containing information … their 

lives] sell better than those [that discuss …].

첫 번째 [ ]는 that절의 주어 article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

다. those는 articles를 가리키며, 두 번째 [ ]는 이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What I am expecting {when I pick up 
magazines}] is news about … .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 ]이 주어로 쓰였고 is가 동사이다. 

{ }는 관계대명사절 속의 부사절이다.

REVIEW TESTUNIT 02 p.26

A

1 That

해석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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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장치가 와야 하는데, 

명사절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2 What

해석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가 나를 위해 만든 선물이 

었다.

풀이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장치가 와야 하는데, 

명사절이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사 what이 적절하다.

3 Whether

해석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 일정

에 영향을 미친다.

풀이 의미상 ‘…인지[아닌지]’의 뜻을 가진 whether가 적절

하다.

4 that

해석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풀이 가주어 it 자리에 들어갈 진주어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that이 적절하다.

5 it is

해석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풀이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이므로 it is

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B

1 clear that cars are the major source of carbon 

dioxide

2 possible that you could get there without any 

help

C

1 Who knew the news first is important.
 S V S.C

2 What really matters in class is the interaction
 S V S.C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UNIT 03
목적어 찾기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to부정사·동명사 목적어

EXERCISE p.28

1 They decided to learn yoga starting next month.
그들은 다음 달부터 요가를 배우는 것을 결심했다.

2 I enjoyed walking with my grandfather in the 
mountains.
나는 산에서 할아버지와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3 I don’t regret breaking up with her.
나는 그녀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4 The company stopped donating to the charity last 
year.
그 회사는 작년에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중단했다.

5 He refused to discuss the question.
그는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6 Remember to take these pills three times a day, 
after meals.
식사 후, 하루 3회 이 알약들을 복용할 것을 기억하라.

7 Do you prefer sending text messages?
당신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까?

어휘 break up with …와 헤어지다, 결별하다   donate 기부하다   

charity 자선 단체   refuse 거부하다   pill 알약

EXERCISE p.29

02 명사절 목적어

1 Most people / don’t know / that there are many 
ways to go up the mountain.
대부분의 사람들이 / 모른다 / 그 산을 오르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2 I / can’t deny / that the news shocked me.
나는 / 부정할 수 없다 / 그 소식이 나에게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3 Some people / don’t care / how much noise they 
make in public places.
어떤 사람들은 / 신경 쓰지 않는다 /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시끄럽

게 떠드는지를

4 We / don’t understand / why she is so angry 
now.
우리는 / 이해하지 못한다 / 왜 그녀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5 I / can’t remember / whether we have met before.
나는 / 기억하지 못한다 /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를

6 Research / shows / that having a pet is beneficial 
for children.
연구는 / 보여 준다 /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것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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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deny 부정하다   pet 애완동물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단 문 독 해 pp.30-31

1 ③

해석 최근 수 년간, 몇몇 의사들은 어떤 작은 인도 마을이 불가사의

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마을은 인구가 6천 명 정도인

데, 지난 50년 사이에 100쌍이 넘는 쌍둥이가 그곳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전 세계 비율의 거의 6배인데, 이는 그 마을을 세계 최고의 쌍

둥이 밀집 지역으로 만들었다. 의사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를 조사해 왔고 의학적인 설명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으나,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지 못했다.

문제풀이 a mysterious  phenomenon은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지난 50년간 100쌍이 넘는 쌍둥이가 태어난 기이

한 현상을 지칭한다. ①과 ②는 그 인도 마을을 가리키며, ③은 이 

기이한 현상을 가리킨다.

구문분석 [3행] …, but more than 100 pairs of  
twins have been born there in the last 50 years.
have been born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수동

형이다.

[3행] This is nearly six times the global rate, 
making  i t  home to  the  wor ld’s  h ighest 
concentration of  twins.
mak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2 You are just showing awareness of others.

해석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

도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

분이 “좋아요”를 누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

닌 그저 다른 사람들을 알아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에 쓴 매 25분당 1분만이 채팅과 의견 남기기 같은, 실

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상호작용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 ‘When you push “like,” you are just 

showing awareness of others ― not socializing.’에 잘 나타

나 있다. 

구문분석 [2행] …, social media is similar to 

observing people [who pass on the street].

be similar to는 ‘…와 비슷하다’의 의미이며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 observing이 쓰였다. [ ]는 people을 수식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The study showed that only one [out of  

every 25 minutes {spent on social networks}] is 

real communication, such as chatting and 
commenting.
주어가 one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쓰였다. { }는 every 25 

minut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3 Build, Marriage

해석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매일 누군가와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이루

고 싶다면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배우자로 하여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라.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당신은 배우자의 관심사가 당신의 관심사만큼이나 의

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문제풀이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 배우자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Let your partner know [how you 
feel] and [what you want].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know가 왔다. 의문사 

how와 what이 이끄는 두 개의 간접의문문이 동사 know의 목

적어이다.

4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정신과 치료받는 것을 더 꺼리기 때문

해석 미국에서는 매일 1,900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병은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에게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통계

는 여성들의 20퍼센트가 우울증을 경험했지만 남성들은 10퍼센트만

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을 더 꺼린다는 사실 때문이

며, 이는 남성들의 보고된 우울증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문제풀이 미국의 우울증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남성들이 여성들

에 비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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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2행] Statistics show [that although 20 
percent of  women have experienced depression, 
only 10 percent of  men have (experienced 
depression)].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동사 show의 목적어로 쓰였다. 

5 ⓐ: mental distractions ⓑ: possible solutions

해석 정신적 산만은 연체된 도서관 책이나 반 친구와의 의견 차이와 

같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공부에 집중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당신은 항상 공

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인 걱정거리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때때로, 당신이 나중에 그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을 잊지 않기 위

해 가능한 해결책들을 지금 적어 둘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그것들

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을 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해줄 것이다.

문제풀이 ⓐ는 앞 문장의 mental distractions를 지칭하고, ⓑ는 

같은 문장에서 언급된 possible solutions를 지칭한다.

구문분석 [2행] They can make it difficult to focus 
on your studying.
it은 동사 make의 가목적어, to focus 이하가 진목적어이다.

[5행] … write down possible solutions now so 
that you won’t forget to try them later.
「… so that ~」은 ‘~하도록 …하다’의 의미이다. 「forget+ 

to-v」는 ‘…할 것을 잊다’의 의미이다.

[6행] This will help you stop worrying about 
them and allow you to concentrate on studying.
「help+O+(to-)v」는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로, help

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을 모두 취할 수 있다. 

「stop+v-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이다. 「allow+O+ 

to-v」는 ‘…가 ~하도록 해주다’의 의미이며, allow는 목적격보

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1 ⑤   2 ②   3 ③   4 ③   5 ④   6 ②

수 능 독 해 pp.32-35

1 ⑤

해석 겨울에는, 세계 여러 지역들이 눈보라를 겪는다. 이러한 폭풍은 

낮은 가시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눈보라를 정의하는 특징은 

사실 내리는 눈의 양보다는 바람의 속도이다. 눈보라로 간주되기 위

해서는, 폭설이 3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속도가 최소 시속 56킬

로미터에 이르는 바람이 동반되어야 한다. 강풍과 폭설의 이러한 결

합은 사람들이 500미터 밖의 것을 보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극심한 눈

보라는 심지어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나무와 건물도 보기 힘들게 한다.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심지어 자

신의 소유지를 걷다가도 길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기(→ 가능하기) 때

문이다.

문제풀이 눈보라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

의 소유지를 걷다가도 길을 잃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문

맥상 적절하므로 ⑤의 impossible을 possible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4행] [To be considered a blizzard], a 
snowstorm must last for three hours or longer 
and (must) be accompanied by winds [that 

reach speeds of  at least 56 km/h].
To be가 이끄는 [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구이다. and 뒤에 must가 생략되었다. that이 이끄는 [ ]는 

선행사 wind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This combination of  strong wind and 
heavy snow] makes it hard for people to see 
anything beyond half  a kilometer.
[ ]가 주어이고, makes는 동사, it은 가목적어, to see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for people은 to see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

다.

[9행] People should avoid traveling in blizzards, 
as it is possible to get lost [even walking on 
their own property].
avoid의 목적어로 동명사 traveling이 왔다. <이유>를 나

타내는 접속사 as가 이끄는 절에서 i t은 가주어이고, to 

get 이하가 진주어이다. [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다.

2 ②

해석 송이버섯은 크고 두꺼우며, 옅은 색의 갓과 줄기를 가지고 있

다. 그것들은 강한 향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된

다. 아무 죽어가는 나무 위나 근처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는 대부분의 

버섯들과는 달리, 송이버섯은 오직 특정한 환경하에서만 자랄 수 있

다. 그것들의 이름이 시사하듯이, 그것들은 20년에서 80년 된 소나

무 아래에서만 발견된다. (송이버섯은 매우 영양가가 풍부하고 암을 

예방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여겨진다.)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 동안에는 26도 이하, 밤에는 15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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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 한다. 송이버섯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버섯 채집자들은 송이버섯을 1년에 한 번만 딸 수 있다. 이 모든 요건

들이 송이버섯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문제풀이 이 글은 송이버섯이 오직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

에 인공적인 재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②는 송이버섯의 효능을 이

야기하고 있으므로 전체 흐름에서 벗어난다.

구문분석 [2행] Unlike most mushrooms, which 
tend to grow on or near any dying trees, pine 
mushrooms can only grow under specific 
conditions.
which는 most mushroom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10행] All  of  these requirements make it 
extremely difficult [to artificially cultivate 
them].
it은 동사 make의 가목적어이고, [ ]가 진목적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3 ③

해석 ‘코브라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 문제를 악화시킬 때 발생한다. 그것은 영국의 인도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한 사건에서 이름을 얻는다. Delhi의 많은 사

람들이 독이 있는 코브라에게 물려 죽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야생

에서 이 뱀의 수를 줄이기를 원했다. 정부는 죽은 코브라 한 마리마

다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많은 코브라가 죽임을 당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영악한 사람들은 코브라를 죽이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자

마자 그 프로그램을 끝냈다. 그리고 죽은 코브라가 그때 가치가 없어

졌기 때문에, 사육자들은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풀어주었다. 결과적

으로, 야생 코브라의 전체 개체 수가 사실상 증가했다.     

문제풀이 코브라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결론적으로 개체 수

를 증가시켰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③ ‘그 문제를 악화시킬’이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법에 위반될 ② 소규모 집단에게 해가 될 ④ 어떤 변화

도 일으키지 않을 ⑤ 오직 가끔씩만 성공적일

구문분석 [2행] It gets its name from an event [that 

occurred during the British rule of  India].
[ ]는 an ev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행] …, clever people began breeding cobras so 

that they could kill them and collect the reward.
「so that+S+can ...」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8행] Once the government realized [what was 
happening], it ended the program.
[ ]는 realiz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 what이 이끄

는 간접의문문이다. 

4 ③

해석 내 친구 Erica는 내가 아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언

젠가 그녀에게 어떻게 항상 쾌활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

는 대답했다. “매일 아침, 넌 선택권이 있어.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

쁜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 나는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을 선택해.” 

비극적으로, 그녀는 작년에 자전거를 타다 트럭에 치였다. 그녀가 병

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그녀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

만, 어떻게든, 몇 시간의 수술 끝에, 그녀는 살아남았다. 나는 나중에 

그녀에게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수술실로 옮겨져서 의

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봤을 때 겁이 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

는 농담을 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알레르기라도 있는지를 물었

을 때, 그녀는 말했다. “네, 트럭이요.” 그 후에, 의사들은 긴장을 풀었

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Erica의 쾌활한 태도는 그녀가 살아남는 것

을 도왔다. 

문제풀이 (A) 주절의 주어인 she가 자전거를 ‘타다가’의 의미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riding이 적절하다. 

(B) 그녀(she)가 ‘무서움을 느낀’ 것이므로, terrified를 써야 한다.  

(C)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help+O+(to-)v」 

구문이므로, 동사원형 survive를 써야 한다. 

구문분석 [1행] I once asked [how she managed to 
always be cheerful].
[ ]는 ask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이다. 

[9행] When they asked [if she was allergic to 
anything], she said, “Yes, trucks.”
[ ]는 접속사 if가 이끄는 명사절로, asked의 목적어로 쓰였다.

5 ④

해석 프랑스 과학자 Louis Pasteur는 미생물로 알려진 아주 작은 

생물체가 맥주와 와인이 발효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한 낮은 온도에서 액체를 가열하는 것은 이 미생물들을 죽인다는 것

을 발견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에 ‘저온 살균’이라고 알려지게 되었

다.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Pasteur는 미생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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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 중 몇몇은 

그의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간과 동물이 고통받는 

질병들 중 상당수가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하

지만 1870년대 후반에, Pasteur는 소에게서 발생하고 농업에 많은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 한 질병이 한 특정 미생물에 의해 야기되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하게는, 그가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효과

적인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그의 연구가 마침내 그 질병의 종

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문제풀이 Pasteur가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백

신을 개발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④ ‘파스퇴르의 발

견: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미생물’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저온 살균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② 세계 최초의 백신: 그것은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③ 주요 가축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

⑤ 미생물과 음식 발효 사이의 관계 

구문분석 [6행] Some of  his peers refused to take 
his work seriously, rejecting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diseases {from which humans and 

animals suffered} were caused by microbes].
reject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he 

idea와 [ ]는 동격이다. { }는 「전치사+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the diseases를 수식한다. 

[11행] …, with his research eventually leading 
to the end of  the disease.
「with+O+v-ing」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6 ②

해석 어떤 기업이 자사의 제품들이 판매되기 전에 그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검사하더라도 완벽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이미 생산되어 

대중에게 판매된 제품에서 결함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발견되면 회사

는 보통 리콜을 발표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가

로 제품을 반품할 것을 요청받는다. 리콜은 기업들에게 있어 많은 비

용이 들 수 있다. 포드 자동차사가 2001년에 1,300만 개의 타이어

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을 때, 순 손실액은 30억 달러였다. 하지만, 회

사가 제품의 결함을 덮어 두려고 한다면 대개 더 큰 손해를 입게 된

다. 소비자들은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부정직한 기업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불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브랜드에 광범위한 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리콜은 기업들에게 있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그들은 소비자들 사이의 불만족을 감소시킬 것 

이다.

문제풀이 리콜을 시행할 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이 많이 들지

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No matter how hard a company 
inspects its products before they are sold, … .
「no matter how+형용사/부사」는 ‘아무리 …할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며, no matter how는 복합관계부사 

howeve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9행] …, and the distrust [(which[that]) they will 

feel towards the dishonest company] will cause 
extensive … .
[ ]는 주어인 the distrus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관계대명사 which[that]이 생략되었으며, 주절의 동사는 will 

cause이다.

REVIEW TESTUNIT 03 p.36

A

1 whether

해석 우리는 소풍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풀이 소풍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 논의하는 것

이므로 ‘…인지 (아닌지)’의 의미인 접속사 whether가 적절 

하다.

2 if

해석 그 박물관이 월요일에 개관하는지를 제게 알려 주세요.

풀이 월요일에 박물관이 개관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

인지 (아닌지)’의 의미인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3 that

해석 그들은 내가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나에게 충고 

했다.

풀이 종속절에 충고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맥락상 ‘…라

는 것을’의 의미인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4 that

해석 내가 너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풀이 종속절의 문장 요소가 빠진 부분 없이 완전하므로 접속

사 that이 적절하다.

5 where

해석 우리는 프랑스에서 어디를 처음에 갈 것인지 아직 정하

지 못했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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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뒤에 to부정사구가 이어지므로 「의문사+to-v」 구문을 

이루는 의문사 where가 적절하며, 「where+to-v」는 ‘어디

에서[어디로] …을 할지’의 의미이다.

B

1 me if I could show him my ID card

2 what we should use to commute

C

1 They promised me that they would invite us 
 S V I.O D.O

 again someday.

2 No one knows when we should leave.
 S V O

UNIT 04
보어 찾기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주격보어

EXERCISE p.38

1 Food / goes / bad easily in summer.
 S V S.C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한다.

2 After leaving school, he / became / a professional 
 S V S.C

 soccer player.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었다.

3 Her voice / sounded / very warm.
 S V S.C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따뜻하게 들렸다.

4 I / will always feel / grateful to that little boy.
 S V S.C

나는 그 어린 소년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5 Her lips / turned / blue with cold.
 S V S.C

그녀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다.

6 My hobby / is / collecting coins from all over the 
 S V S.C

 world.

내 취미는 전 세계의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7 She / seemed / surprised at the news.
 S V S.C

그녀는 그 소식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8 He / never stays /angry for long.
 S V S.C

그는 절대 화를 오래 내지 않는다.

어휘 open-minded 개방적인   professional 직업적인, 프로의   

grateful 고마워하는   for long 오랫동안

EXERCISE p.39

02 목적격보어

1 People consider the president a hero.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영웅으로 여긴다.

2 I want my coffee sweeter than this.
나는 내 커피가 이것보다 더 달기를 원한다.

3 The noise from your house kept me awake all 
 night.

당신 집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은 나를 밤새 깨어 있게 했다.

4 I found him asleep in the bathroom.
나는 그가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5 The law will allow him to continue his protest.
그 법안은 그가 항의를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6 I saw somebody taking my purse from my car.
나는 누군가가 내 차에서 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7 She had her daughters clean up the mess 
 themselves.

그녀는 딸들이 어질러 놓은 것을 스스로 치우도록 시켰다.

어휘 president 대통령   protest 항의   purse 지갑   mess 어질러 놓

은 것

단 문 독 해 pp.40-41

1 mistakes, creative

해석 피카소는 모든 아이들은 타고난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아이들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더 

기꺼이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면서 창의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도록 배우기 때문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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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교육 제도는 학생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들은 실수가 최악의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된다. 그들이 어른일 때쯤, 그들은 너무 

겁이 많아져서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 국가의 교육 제도 때문에 학생들은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는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숨기게 한다.

문제풀이 국가 교육 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가 최악의 것이라

고 생각하게 해 자신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The truth is [that children are 
more willing to express their creative thoughts 
because they aren’t afraid of  being wrong].
that 이하의 [ ]는 주어의 내용을 설명하는 주격보어절이다. 전

치사 of의 목적어로 동명사구 being wrong이 왔다.

[3행] But they don’t remain creative as they 
grow up, because they are taught not to be 
(creative).
remain 뒤에 주격보어로 형용사 creative가 왔다. not to be

는 to부정사 앞에 not이 붙은 부정형이며, be 다음에 creative

가 생략되었다.

[6행] By the time they are adults, they’ve become 
too frightened to truly express themselves.
「too+형용사/부사+to-v」는 ‘너무나 …하여 ~할 수 없다’는 뜻

이다.

2 ②

해석 우리 반의 모두가 정말 개성 있는 인물들이었다. 내 옆에 있는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라서 책에 있는 모든 영어 숙어를 

암기했다. 뒤에 있는 여자아이는 단것을 매우 좋아해서 항상 모두를 

위해 사탕을 가져왔다. 그리고 장난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나

를 놀리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선생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수업 후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다. 선생님께 

그 사실을 여쭤 보고 나서야 나는 그것이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문제풀이 어떤 반 친구가 선생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나를 보길 원

한다는 거짓말로 내게 장난을 쳤다고 했으므로 밑줄 친 부분은 ②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The person next to me was such a 
hard worker that he knew … .
「such+a(n)+형용사+명사+that ~」 구문으로 ‘매우 …한 <명 

사>라서 ~하다’의 의미이다.

[4행] …, he made me think (that) the teacher 
was mad … .
사역동사 mad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think가 쓰였다.

[5행] It wasn’t until I asked the teacher about it 
that I realized … .
‘…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다’의 의미인 「not ~ until …」 구문

이 「It is ... that」 강조 구문과 함께 쓰였다.

3 ③

해석 많은 사람들이 달걀 껍질이 흰색인지 갈색인지가 달걀의 품질, 

맛, 혹은 영양가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가정

이다. 그보다도, 껍질 색깔은 단순히 그 알을 낳은 암탉의 품종에 의

해 좌우된다. 모든 달걀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맛이 나고 비슷한 영양가를 지닌다.

문제풀이 빈칸 앞에서 달걀 껍질 색깔에 따라 품질, 맛, 영양가가 다

르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반면, 빈칸 뒤에서는 그보

다 알을 낳는 암탉의 품종에 따라 달걀의 껍질 색깔이 좌우된다고 했

으므로 빈칸에는 ③ ‘잘못된 가정’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숨겨진 진실 ② 상식

구문분석 [1행] Many people believe that [whether 
an egg’s shell is white or brown] has something 
… .
whether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that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4 objective, unproven

해석 수백 년 전에, 과학자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바

탕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단순히 추측을 했다. 그러

나 Galileo Galilei는 달랐다. 그는 최초의 근대 과학자들 중 한 명으

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그는 과학 연구에 실험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추측이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 대신

에 객관적인 실험을 이용하여, 그는 지구와 태양계에 대한 많은 것들

을 발견했다.

⇨ 그의 시대의 대부분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Galileo Galilei는 증

명되지 않은 믿음이나 추측보다는 객관적인 실험들에 의존했다.

문제풀이 첫 문장에서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알 수 있고, 

4행의 Using objective experiments instead of guesses 

and unproven beliefs에서 그들과는 달랐던 Galilei의 연구 방법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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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1행] …, scientists simply made guesses 
about how the world worked based on beliefs 
[(which[that]) they already held].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how the world worked

는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이다. [ ]는 앞의 

belief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생략되었다.

[2행] H
S

e is c
V

onsidered one of  t
S.C

he earliest 

modern scientists … .
one of the earliest modern scientists는 주어 He에 대한 

주격보어이다.

5 Speaking positively

해석 나는 요즘에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그들이 열등한 자아상을 없앨 때 까지, 그들은 절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바

로 자신을 패자가 아닌 승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

해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말(언어)에 있

다. 말은 씨앗과 같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그것들이 자신감으로 자라날 것이다.

⇨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줄 것 

이다.

문제풀이 씨앗을 심는 것에 빗대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speaking 

positively)이 자신감으로 자라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준다고 주장하

는 글이다.

구문분석 [5행] Plant them by speaking positively, 
and they will grow into self-confidence.
「명령문+and ~」는 ‘…하라, 그러면 ~한다’로 해석한다. 「by+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1 ②   2 ⑤   3 ⑤   4 ①   5 ①   6 ②

수 능 독 해 pp.42-45

1 ②

해석 붉은 다람쥐는 영국 토착종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그들

은 100년도 더 전에 영국에 유입된 외래종인 미국 회색 다람쥐에

게 위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간의 도움으로 붉

은 다람쥐가 생존할 수 있다는 몇몇 낙관적인 조짐이 있습니다. Red 

Squirrel Survival Trust는 붉은 다람쥐 개체 수를 안정시키고, 궁

극적으로 그것(=개체 수)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있습니다. 우리 조

직은 돈을 모금하고, 영국 시민들이 이 중요한 환경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붉은 다

람쥐를 보호하고, 그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②의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는 올 수 없다. 문맥상 some positive signs가 ‘(…라고 하

는) 긍정적인 조짐, 징후’의 의미이므로 이것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

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와야 한다.

오답풀이 ① 선행사인 an invasive species가 100년도 더 전에 

‘유입되었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의 동사로 

수동태인 was introduced가 적절하다.

③ make는 접속사 and에 의해 앞의 to stabilize와 병렬구조를 이

루고 있다. make 앞에 to는 생략되었다.

④ ‘(…하게 되어) 기쁜’의 의미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delighted가 적절하다. 현재분사 delighting은 ‘기쁘게 하는’의 의

미이다.

⑤ 조동사 can 뒤에 protect와 save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

루고 있으므로, 동사원형 save는 적절하다.

구문분석 [7행] Our organization is delighted to be 
involved in the efforts [to raise money] and [to 

make the citizens of  the United Kingdom 
aware of …].
to raise와 to make는 and에 의해 병렬연결되었으며, the 

effor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쓰였다. 

aware of 이하는 make의 목적격보어이다.

2 ⑤

해석 20년이 넘는 동안, 고고학자들은 스페인의 한 동굴에서 포식

자들의 화석을 발견해 왔다. 18,000개 이상을 발견한 뒤, 그들은 그

렇게 많은 화석이 한 장소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C) 그들은 땅바닥에 동물들이 그 동굴로 빠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구멍이 있었다고 추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속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리했다. (B) 그러

나, 몇몇 어린 포식자들이 아마도 먹이나 물을 찾으면서 그 구멍에 자

발적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들은 갇혀서 굶어 죽었고, 그것들의 시

체가 썩는 냄새가 더 많은 포식자들을 동굴 속으로 끌어들여 그것들

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A) 이 상황은 아마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

을 것이며 악순환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썩는 시체의 수가 증가하면

서 그것들이 끌어들인 굶주린 포식자들의 수도 마찬가지로 늘었을 것

이다. 이것이 아마도 유해의 약 98퍼센트 가량이 건강한 어린 포식자

인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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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다량의 포식자 화석을 한 동굴에서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그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C) 땅에 구멍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이어지고 (B) 몇몇 포식자들이 먹이를 찾아 스

스로 구멍에 들어갔다가 갇혀 죽고 그것들의 사체가 또 다른 포식자

들을 끌어들여 역시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A) 이런 악순환

이 계속되어 많은 포식자들의 화석이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연구의 결

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As the number of  rotting bodies 
increased, the number of  hungry predators 

[(that[which]) they attracted] likely did as well.
[ ]는 hungry predator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었다. did는 As가 이끄는 부

사절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여기서는 increased를 의미

한다.

[9행]  They became trapped  and died of  
starvation, [the smell of  their rotting bodies 
attracting more predators into the cave and to 
their deaths].
2형식 동사 became과 보어로 쓰인 과거분사 trapped가 

결합하여 ‘갇히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 ]는 <부대상황>

을 나타내는 독립분사구문으로, the smell of their rotting 

bodies가 분사구문의 주어이다.

[12행] They inferred [that there was a visible 
opening in the ground {through which creatures 

could fall into the cave}].
inferred의 목적어로 that이 이끄는 명사절 [ ]이 왔다. { }는 a 

visible opening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며, 관계사절에서 

선행사 a visible opening이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 역할

을 하므로 through를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쓰거나 cave의 

뒤에 쓸 수 있다.

3 ⑤

해석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생강은 수 세기 동안 중요한 약재였다. 

인도와 중국과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

토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 또한 생강에 관심을 갖

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뱃멀미에서 항암 치료로 인한 불쾌감과 통

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메스꺼움에 대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이 향신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미 과학자들은 생강이 이러한 질

환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반복적으

로, 단일 성분의 생강 알약이 오늘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약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생

강은 곧 서구에서 인기 있는 약초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풀이 오래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에서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등에 

대한 치료 약재로 쓰여온 생강의 효능이 최근 서구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여 곧 판매될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 ⑤ ‘새로운 세계

를 위한 오래된 약’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소화불량을 피하는 방법 ② 암 치료제 발견 ③ 생강을 

이용한 요리의 기술 ④ 세계의 약 비교

구문분석 [4행] … to test its effect on different 
types of  nausea, from  seasickness to  the 
feelings of  discomfort and pain [caused by 

cancer treatments].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의 의미이다. [ ]는 the 

feelings of discomfort and pai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

다.

4 ①

해석 유토피아는 완벽한 사회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는 정반대이

다. 최근에, 디스토피아에 관한 많은 영화가 있어왔는데, 그 영화들 

중 대부분이 흥행에 꽤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미래 정부에 의해 엄격

히 통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본 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자

세히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영화 속 사람들이 저항할 때, 그것은 우리 기분이 

더 나아지게 만든다. 우리는 또한 이런 종류의 미래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할 뿐만 아

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강하게 믿는다. 요

즘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의 관심을 끈다. 

문제풀이 디스토피아에 관한 영화 중 대부분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① ‘우리가 디스토피아 영화

에 끌리는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미래 정부를 묘사하는 영화들 ③ 오락물이 어떻게 사람

들을 조종하는가 ④ 무엇이 영화를 흥행에 성공하게 만드는가 ⑤ 정

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역사

구문분석 [2행] …, there have been many movies 
about dystopias, most of  which have been quite 
successful in the box office.
have been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이다. which

는 선행사인 many movies about dystopias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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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 And when the people in the movie resist, 
it makes us feel better.

「make+O+O.C」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로,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feel이 쓰였다.

[7행] Not only do we think [that we would 
survive], we also strongly believe [that we 
would fight back and chang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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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은 생략 가능하다. 부정어 not only가 문두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두 개의 [ ]는 각각 think와 believe의 목적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5 ①

해석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인간만이 자살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고래와 함께 일했던 Ric O'Barry는 자신이 보살핀 돌고래 중 한 

마리가 수조 바닥에 가라앉아서 숨쉬는 것을 멈추길 선택했다고 말한

다. 돌고래를 포함하여, 어떤 동물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까? 한 생물체가 어떤 행동이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

고도 어쨌든 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살로 여겨진다. 하지만 동물

들은 아마도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에, 우울증은 그

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죽음을 야기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개가 충

분히 우울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우

울증에 의해 야기되는 무기력은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러한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종류의 자멸적인 행동은 자연에

서 드물지 않다.   

문제풀이 (A) 빈칸 앞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죽는다는 것을 깨닫

고도 그 행동을 하면 자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물들은 그 자각이 불

가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오히려 우울증이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Instead가 적절하다.

(B) 무기력에 의한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는 내용에 이어 이런 죽음은 

자연에서 실제로 흔하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In fact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If  a living thing realizes [that an 
action will result in death] and does it anyway, 
it is considered suicidal.
[ ]는 realize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두 개의 it은 an 

action을 가리킨다. 

[7행]  …,  depress ion may cause  them to 

unintentionally bring about their own deaths.

「cause+O+to-v」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V O O.C

6 ②

해석 한 대학교의 연구팀은 최근에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 수백 명의 

식습관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먹

는 여성들이 더욱더 고열량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한 끼에 평

균 670칼로리를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

과 식사를 할 때는 그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훨씬 

적었다. 단 한 명의 남성과 함께 식사할 때는, 여성들은 한 끼에 평균 

540칼로리를 섭취했다. 무엇이 그녀가 햄버거 대신에 샐러드를 주문

하게끔 만들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여성은 “나는 내가 날씬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그가 믿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여학생은 샐러드를 먹는 것이 큰 햄버거를 베어 무는 것보다 단

순히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이성이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도록 만든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풀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식사할 때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경

향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2행] They found that women [(who 

were) eating together with other women] were 
more likely to choose high-calorie foods, 
consuming an average of  670 calories per meal.
women과 현재분사 eating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be동

사」가 생략되어 있다. consum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

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When (she was) asked what made her 
order a salad rather than a hamburger, … .
접속사 When 뒤에 「주어+be동사」가 생략되었고, made는 사

역동사로 동사원형 order를 목적격보어로 취했다.

REVIEW TESTUNIT 04 p.46

A

1 angry

해석 내 여자 친구는 나에게 화가 났다.

풀이 주어 My girlfriend의 주격보어로 형용사인 angry가 

적절하다.

2 blind

해석 그는 노년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

풀이 ‘…하게 되다’의 의미로 변화를 나타내는 2형식 동사 

go는 주격보어로 형용사가 필요하므로 blin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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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derstood

해석 그 선생님은 그녀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풀이 사역동사 make의 목적어인 herself가 목적격보어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인 understood가 적절하다.

4 printed

해석 너는 어디에서 네 카드들을 인쇄했니?

풀이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인 your cards가 목적격보

어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인 printed가 적절하다.

5 play

해석 그녀는 자주 그녀의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한다.

풀이 사역동사 let은 동사원형을 목적격보어로 취하므로 

play가 적절하다.

6 shocked

해석 너의 팀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풀이 주어 I의 주격보어로 내가 ‘놀라게 된’ 것이므로 

shocked가 적절하다.

B

1 I felt the house shake

2 The roses in the garden smell sweet

C

1 Because of the sunlight, the skin of the people 
 S

 grew darker.
 V S.C

2 He helped me (to) do my homework.
 S V O O.C

UNIT 05
영문의 기본 구조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1·2·3형식 문장

EXERCISE p.48

1 Many beautiful flowers / bloom / in spring.
 S V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봄에 핀다. <1형식>

2 I / am / very busy / from morning to night.
 S V S.C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매우 바쁘다. <2형식>

3 The travel business / looks / promising.
  S V S.C

그 여행 사업은 전망이 있어 보인다. <2형식>

4 I / have always respected / my parents.
 S V O

나는 항상 부모님을 존경해 왔다. <3형식>

5 The situation / remains / unchanged.
  S V S.C

그 상황은 변함없는 상태이다. <2형식>

6 The early bird / catches / the worm.
  S V O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3형식>

7 On the way to his office, / he / dropped /
  S V

 his phone / on the sidewalk.
  O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보도에 그의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3형식>

8 The meeting / ended / at two in the afternoon.
  S V

회의는 오후 2시에 끝났다. <1형식>

9 In the springtime, / the weather / changes / 
  S V

 very often.
봄에는 날씨가 매우 자주 바뀐다. <1형식>

어휘 bloom 꽃이 피다   promising 장래성 있는   situation 상황   

remain 여전히 …이다   worm 벌레   on the way to …가는 길에   

drop 떨어뜨리다

EXERCISE p.49

02 4·5형식 문장

1 Things that he said / made / us / laugh.
  S V O O.C

그가 말한 것들은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5형식>

2 I / had / my sister / take care of  my cats. 
 S V O O.C

나는 내 여동생에게 내 고양이들을 돌보도록 시켰다. <5형식>

3 She / showed / us / that she could play the 
 S V I.O D.O

 piano.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4형식>

4 We / saw / Mary / waiting for us at the gate.
  S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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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Mary가 정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5형식>

5 I / found / the window / broken / when I came 
 S V O O.C

 back from my vacation.
내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5형식>

6 He / often tells / me / interesting stories.
  S V I.O D.O

그는 내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주 해 준다. <4형식>

7 The government / will allow / them / 
  S V O

 to advertise on television.
  O.C

정부는 그들이 텔레비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5형식>

8 She / made / me / a sandwich.
  S V I.O D.O

그녀는 내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4형식>

9 Myra / sent / me / a note thanking me for 
  S V I.O D.O

 dinner.
Myra는 내게 저녁 식사에 대해 감사하는 메모를 보냈다. <4형식>

어휘 convince 확신시키다   take care of …을 돌보다   gate 정문, 

대문   government 정부   advertise 광고하다

단 문 독 해 pp.50-51

1 ③

해석 백인 후보자가 비백인 후보자에 맞서 출마하는 선거에서, 여론

조사 요원들은 종종 많은 백인 유권자들이 자신들은 비백인 후보자에

게 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선거일이 왔

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백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 이러한 백인 

유권자들은 비난이 두려워서 여론조사 요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답변

을 한다.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여기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사람들은 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부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문제풀이 ⓐ 비백인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려 한다는 대답, ⓑ 실제로

는 백인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것, ⓒ 그들(백인 유권자들)의 진짜 

의도, ⓓ 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답변이므로 ⓐ-ⓓ와 ⓑ-ⓒ가 

각각 서로 관련 있다.

구문분석 [1행] In elections [in which a white 

candidate runs against a non-white candidate], 
pollsters have often observed [that many white 
voters tell them {that they are planning to vote 
for the non-white candidate}].
「전치사+관계대명사절」인 첫 번째 [ ]가 선행사 elections를 수

식하고 있다. 두 번째 [ ]는 have observ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며 { }는 첫 번째 that절의 동사인 tell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4행] These w
S

hite voters g
V

ive p
I.O

ollsters u
D.O

ntrue 

responses … .
give는 간접목적어로 pol lster를, 직접목적어로 untrue 

responses를 취하는 수여동사이며, 이들 구문은 4형식 문장

을 이룬다.

[5행] …: Expressing their true intentions might 

make others consider them racist.

Expressing은 주어를 이끄는 동명사이다. 사역동사 make

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인 consider가 쓰였다. them은 

consider의 목적어, racist는 목적격보어로 쓰였다.

2 ①

해석 당신의 세포 각각에는 약 3만 개 정도의 이것들이 있다. 모든 

사람의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이 개개인을 유일무이하

게 만들어 준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것들이 당신의 머리가 직모일

지 곱슬일지, 당신의 키가 얼마나 클지, 혹은 당신의 눈동자 색을 결

정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것들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데, 이것이 

아마도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미소를 닮은 이유일 것이다.

문제풀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있고, 각 개인을 유일무이하게 만들

어주며, 부모님에게 물려받아 외모가 닮게 되는 요인이라는 점 등을 

정리해보면 밑줄 친 these는 ① 유전자(genes)를 가리킴을 유추할 

수 있다.

구문분석 [2행] …, so these make each person 
u

O.C

nique.

「make+O+O.C」는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로 5형식 문장

을 이룬다. 여기서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가 쓰였다.

[2행] One or more of  these might determine 
[whether your hair is straight or curly], [how 
tall you grow to be], … .

첫 번째 [ ]은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며, 두 번

S(동명사구)

V(사역동사) O O.C(동사원형)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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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 ]는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둘 다 

determine의 목적어이다. 

3 모기 퇴치 효과

해석 한 연구팀이 페퍼민트 식물의 기름으로 실험을 했다. 그들이 모

기 유충이 담긴 물에 약간의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모기 

유충을 죽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모기퇴치제로서 페퍼민트 

기름의 효능을 실험하기 위해 한 집단의 인간 피실험자들이 동원되었

다. 페퍼민트 기름을 바르고 하룻밤을 야외에서 보낸 후, 열 명 중 여

덟 명의 지원자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문제풀이 페퍼민트 기름이 모기 유충을 죽인다는 실험 결과와 그것

을 바르고 야외에서 자면 모기가 물지 않았다는 실험 내용으로 보아 

페퍼민트 기름이 모기 퇴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문분석 [5행] After applying the oil and spending 
a night out in the open, … .
접속사를 남겨 둔 분사구문으로 ‘After they applied the oil 

and spent a night out in the open, …’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 yellow square, green triangle

해석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최근의 한 실험은 아기들이 옳고 그

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생후 6개월

에서 1년 사이의 아기들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 주었다. 영상에서, 빨

간 공이 언덕을 오르려고 했다. 노란 네모는 그 공을 도왔지만, 녹색 

세모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 후에, 그들은 아기들에게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80퍼센트 이상이 녹색 세모보다 노란 네모를 

선택했다.

문제풀이 어린 아기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안다고 했으므로 빨

간 공이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녹색 세모보다는 그것을 도

와주는 노란 네모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A recent experiment [(which was) 

conducted by psychologists] showed [that 
babies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첫 번째 [ ]는 주어 A recent experiment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로 conducted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인 

which was가 생략되었다.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두 번째 [ ]는 

동사 show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5 ①

해석 어떤 회의는 참석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만, 반면에 다른 회

의들은 그들을 지루하게 한다. 그러면 무엇이 회의를 뛰어나게 만들

까? 첫 번째 단계는 주의 깊은 계획이다. 회의는 분명한 일련의 목표

를 가지고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제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

러분은 문제를 예측해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떤 주제에 강하

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라.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르는 갈등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  

문제풀이 빈칸 앞에는 강한 반발을 할 사람과 사전에 얘기를 나누라

고 조언하고 있으며, 빈칸이 들어간 문장에서는 그 조언을 따른 행동

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① ‘갈등’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인정, 찬성 ③ 시간외 노동

구문분석 [3행] It also requires a leader [who can 

take charge and keep everyone on topic].

[ ]는 a lead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This can help you avoid conflicts that 
might otherwise prevent your meeting from 
going smoothly. 

「help+O+(to-)v」는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로,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1 ④   2 ③   3 ③   4 ④   5 ②   6 ②

수 능 독 해 pp.52-55

1 ④

해석 사람들은 때때로 cuttlefish(갑오징어)를 자신의 피부색을 바

꾸는 능력 때문에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부른다. 그것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cuttlefish는 실제로는 물고기가 아니며, 대신 오징어나 문

어와 같은 과에 속한다.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 청록색인 그들의 피는 

세 개의 심장에 의한 펌프 작용으로 온몸으로 보내진다. 이것들 중 두 

개는 그 동물의 아가미로 피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반면에 세 번째 

심장의 용도는 신체 나머지 부분의 기관들로 피를 순환시키는 것이다. 

cuttlefish는 해저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사냥한다. 그들의 몸에는 cuttlebone이라고 불리는 독특

한 체내 껍질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 카나리아나 앵무새의 먹이에 칼

슘을 첨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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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 cuttlefish는 세 개의 심

장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문분석 [3행] Their b
S

lood, [which is bluish-green 

in color because it contains copper], is p
V

umped 

through their body by three hearts.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삽입절이 Their 

blood를 보충 설명한다.

[7행] Cuttlefish are well adapted for life on the 
seafloor, where they hunt fish.
where는 the seafloor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로, and t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③

해석 저희는 우리의 공석에 대한 귀하의 지원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

었고 면접은 7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귀하

께서는 인사부장인 Parsons 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

실은 행정관 18층 1820호입니다. 저는 귀하께서 그녀가 우리 회사

와 국제 시장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 매우 식견이 높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면접 후에, 귀하께서는 기본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1시간 동안의 시험을 치르

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실 수 없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제풀이 면접 일정을 알려주며 면접 이후에 1시간 정도의 시험

이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③이 적절 

하다.

구문분석 [5행] … you will f
V

ind h
O

er to b
O.C

e very 

knowledgeable about our company ....
「find+O+O.C」의 5형식 문장으로, 목적격보어 to be very 

knowledgeable이 find의 목적어 her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

다.

3 ③

해석 미국에서 무료로 머물 장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Amr Arafa의 아파트는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오직 난민들과 가

정 폭력 희생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려 있다. Arafa는 2005년 대학

원을 다니기 위해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의 경험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시작하도록 고무되었다. 그는 머물 곳이 없었고 

1,000달러만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Clark Atlanta 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가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다. 그는 그 교수의 친절함이나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를 결코 잊지 않

았다. 그의 감사한 마음은 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무료 임시 거

처를 찾는 것을 돕는 EmergencyBnB라고 불리는 플랫폼을 만들도

록 했다. Arafa는 EmergencyBnB가 난민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

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는 미국 전역의 취약한 개인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치길 바란다. 

문제풀이 Amr Arafa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교수의 도움

을 받은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③ ‘그가 한때 도움을 받았듯 다른 사람들을 돕기’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여행객들을 위한 무료 아파트

② Amr Arafa: 난민에서 교수로

④ Emergency BnB: 노숙자들이 노숙자들을 돕다 

⑤ Emergency BnB: 난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구문분석 [1행] While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place [to stay in America for free], ... .

it은 가주어이고 to find가 진주어이다. [ ]는 a place를 수식하

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7행] He never forgot [the professor’s kindness] 
or [how good it felt to have a safe place to 
stay].

두 개의 [ ]는 forgot의 목적어이며, or에 의해 병렬연결되었다. 

의문사절에서 it은 가주어이고  to have가 진주어이다. 

4 ④

해석 왜 뱀이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그

들의 특별한 혀에는 독특한 목적이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맛을 보

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냄새를 맡기 위해 쓰인다. 그것이 기능하는 방

식은 매우 놀랍다. 뱀의 입천장에는 냄새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감

각 기관이 위치해 있다. 뱀이 혀를 빠르게 내밀 때,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은 근처에 있는 먹이나 심지어 짝짓기를 할 만한 상대에 대한 단서

를 줄 수도 있는 공기 중의 작은 냄새 입자를 모으는 것이다. 갈라진 

혀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뱀에게 냄새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다. 그 냄새가 먹이

의 것인지 잠재적인 짝짓기 상대의 것인지에 따라 뱀은 공격을 할지 

따라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풀이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④의 

to know를 know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관계부사 뒤에서 주어와 동사가 온전한 절을 이룬다. 관계부사 

how는 ‘…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선행사로 the way를 취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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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와 함께 쓰일 수는 없다.

② a sense organ을 수식하는 분사로, organ이 입천장에 ‘위치해 

있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located가 적절하다.

③ 문장의 주어를 이끄는 동시에 doing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

어야 하므로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는데,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⑤ 접속사 whether는 전치사 up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whether … potential mate)을 이끈다.

구문분석 [3행] There’s a sense organ [located 

in the roof  of  a snake’s mouth] that processes 
information about scents.
located가 이끄는 과거분사구 [ ]가 a sense organ을 수식하

고 있다.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a sense organ을 선행사

로 한다.

[5행] …, what it’s doing i
V

s [collecting tiny scent 

particles in the air {that might give it clues 

about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 is가 동사, 

collecting 이하의 동명사구 [ ]가 주격보어이다. that이 이끄

는 { }는 tiny scent particle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5 ②

해석 이 그래프는 새로운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의 처음 5년간에 걸

친 일반적인 적응 과정을 보여 준다. 처음에 방문자는 새로운 문화에 

흥분한다. 이것은 약 6개월 정도 지속되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린

다. (이 기간 후에, 방문자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적응 수

준은 이후 6개월 동안 상승한다.) 새로운 문화에 도착한 지 1년 후쯤

에 초기 적응 시기가 나타나고 이것은 약 2년간 지속된다. 3년 후, 방

문자는 정신적 고립감을 겪기 시작하며 일년이 더 지나서야 그나 그

녀는 수용과 통합의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도착한 지 5년 후에 방문

자는 마침내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통합되게 된다.

문제풀이 ②의 문화 충격 시기에 적응 수준이 상승한다는 진술은 그

래프의 하향세(downward)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구문분석 [8행] …, and it is only after one more 
year that he or she enters a period of   acceptance 
and integration.
「it is … that」 강조구문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only after one 

more year를 강조한다.

S S.C

6 ②

해석 ‘누군가에게 차가운 어깨를 준다’는 것은, 불친절한 행동을 지

칭한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표현은 어디에서 왔을까? 몇몇 사람들은 

그 용어가 원치 않는 손님을 머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한 관

습에서 오래전에 유래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만약 반가운 손님이 당신 

집에 온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환영을 해 줄 것이고 따

뜻한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들

른다면, 당신은 결코 손님 대접을 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

은 그저 양고기의 차가운 어깨 부위를 심지어 데우지도 않고 그들에

게 대접할지도 모른다. 그 손님이 머무르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고, ‘차가운 어깨’를 대접받은 후 그들은 아마도 

어쨌든 머무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문제풀이 ‘차가운 어깨 부위의 양고기’는 달갑지 않은 손님에게 머무

르지 않기를 바라며 대접하는 음식이었으므로 “giving someone 

the cold shoulder”는 ‘누군가에게 불친절하다’는 의미의 표현임을 

유추할 수 있다.

구문분석 [6행] …, you might just serve t
I.O

hem 
a cold s

D.O

houlder of  mutton, … .

「serve+I.O+D.O」의 4형식 문장으로 ‘…에게 ~을 대접하다’의 

의미이다.

[7행] It would be clear that you didn’t want 

the guests to stay, … .

It이 가주어, that 이하의 절이 진주어이며, that절은 「want+ 

O+O.C」의 5형식 구조로 ‘…가 ~하기를 원하다’의 의미이다.

REVIEW TESTUNIT 05 p.56

A

1 sweet

해석 그 꽃은 매우 달콤한 향기가 난다.

풀이 주격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쓰이고 부사는 쓰

일 수 없다.

2 raised

해석 그들은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들었다.

풀이 뒤에 the white flag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을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raise(-raised-raised)가 

적절하다.

3 rise

해석 그는 그의 담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V(수여동사)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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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문맥상 ‘뜨다, 피어오르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rise가 

적절하다.

4 found

해석 섬유질은 곡류, 콩, 과일, 그리고 채소에서 발견된다.

풀이 ‘…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find가 수동형으로 

쓰여야 하므로 found가 적절하다.

5 founded

해석 독립노동당은 1893년 1월 13일에 Bradford에서 설

립되었다.

풀이 ‘…을 설립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found가 수동형으

로 쓰여야 하므로 founded가 적절하다.

B

1 I told him that he must go at once

2 We elected Mr. Gra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C

1 The woman wearing the black suit looks slim.
  S V S.C

2 Let me know when you arrive at Incheon
  V O O.C 부사절

 International Airport.

UNIT 06
형용사적 수식어구 1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형용사구·전치사구·to부정사구

EXERCISE p.58

1 The movie is  a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Middle Ages].
그 영화는 [중세시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 Tom has grown up in  an atmosphere  [favorable 
to emotional development].
Tom은 [정서 발달에 좋은]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3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literacy rates] is greater in poor countries.
[남성과 여성 간의 식자율의] 차이는 빈곤국들에서 더 크다.

4 One local broadcasting station sponsored  

 a concert  [to raise money for charity].
한 지방 방송국이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콘서트를 후원했다.

5  The new lectu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education] will begin next month.
[과학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강의가 다음 달에 시작될 것이다.

6  The best way  [for you to live a happy and 
satisfied life] is to get involved in doing things 
that make you happy and satisfied.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해 주는 일들을 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7  Students’ aptitudes  [in various subjects] should 
be accurately tested.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적성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어휘 atmosphere 분위기   favorable 호의적인; *유리한, 적합한   

emotional 정서적인   development 발달   literacy 읽고 쓸 줄 앎   

broadcasting station 방송국   sponsor 후원하다   raise 들어 올리

다; *(돈 등을) 모으다   charity 자선   lecture 강의   involved 관여하

는; *몰두하는   aptitude 적성   accurately 정확하게

EXERCISE p.59

02 현재분사·과거분사

1 She will explain  the research [done last week].
그녀는 [지난주에 행해진] 연구를 설명할 것이다.

2 Sally found  a wooden box  [containing many 
kinds of  coins].
Sally는 [많은 종류의 동전이 담긴]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3  The child  [injured in the car accident] was 
immediately taken to the hospital.
[자동차 사고로 다친] 그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4  Police  [investigating the murder] have arrested 
three suspects.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세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5 Most of   the colleagues  [invited to his birthday 
party] didn’t come.
[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동료들의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6 I know  the man  [standing by the window].
나는 [창문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안다.

7 This is  a letter  [written by my youngest son].
이것은 [내 막내아들에 의해 쓰인] 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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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research 연구   contain 담고 있다   injure 상처 입히다   

immediately 즉시   investigate 조사하다   murder 살인(하다); *살

인 사건   arrest 체포하다   suspect 의심하다; *용의자   colleague 동료

단 문 독 해 pp.60-61

1 decreases, grows

해석 1913년, Maximilien Ringelmann은 집단이 밧줄을 당길 

때, 그들의 집단적인 수행 능력이 그들이 개개인으로서 그것을 당기

는 그들 능력의 합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집단

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집단의 잠재력과 실제 수행 능력 간의 차이도 

커진다. 밧줄을 당기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잠재 능력의 100퍼센트로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이 모인 집단은 겨우 93퍼센트로 수행

한다. 이 숫자는 세 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85퍼센트로 줄어들고 

8명 집단에서는 겨우 49퍼센트로 줄어든다.

⇨ Ringelmann에 따르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노력은 줄어든다.

문제풀이 Ringelmann이 특정 과업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

가 늘어날수록 개개인이 쓰는 힘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In 1913, Maximilien Ringelmann 
found [that when groups pull a rope, their 
collective performance is less effective than the 

sum of  their abilities {to pull it as individuals}].

that 이하의 명사절 [ ]이 found의 목적어이다. to pull 이하는 

their abilities를 꾸며주는 to부정사구로 형용사적 수식어구의 

역할을 한다.

[3행] …, as the size of  the group grows, so does 
the gap between the group’s potential and its 
actual performance.
「so do[does]+주어」는 ‘…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여

기서 does는 앞 절의 동사 grows를 대신한다.

[4행] Assuming that a single person [pulling a 

rope] performs at 100% of  his or her potential, 
groups of  two perform at only 93%.
Assuming은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끌고 있다. [ ]

는 a single perso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2 ②

해석 임시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서 교실에 앉아 있는 25명의 고등학

생들에게 (그들의) 정규 교사가 아파서 그날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라

고 알려 주었다. 그 즉시, 그 학급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

수를 쳤다. 임시 교사는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학생들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냥 그를 무시하고는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었다.

문제풀이 학생들이 임시 교사를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소란스럽

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시 교사는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을

(embarrassed) 것이다.

구문분석 [1행] … and informed the 25 high 
school students [sitting in class] that … .

현재분사구인 [ ]가 동사 informed의 간접목적어인 the 25 

high school students를 꾸며 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의 역

할을 한다. that 이하의 절은 직접목적어이다.

[3행] The substitute, …, demanded that the 
students (should) calm down, … .
<요구>, <제안>, <주장>, <명령>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의 

목적절에서 동사는 「should+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며 이때 

should는 보통 생략한다.

3 possess[have]

해석 비록 두 단어가 종종 같은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

만, 시기와 질투는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상황에 의해 초래되는 두 가

지 별개의 감정을 나타낸다. 시기는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

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

에게 고통이나 좌절을 유발할 때 일어난다. 반면에, 질투는 당신이 소

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일컫는다.

⇨ 시기가 당신이 소유하지[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

정인 반면, 질투는 당신이 소유한[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다.

문제풀이 두 번째 문장에서 시기(envy)는 남들이 소유한 것을 당신

은 갖고 있지 않아 느끼는 고통이나 좌절이라고 했고, 세 번째 문장에

서 질투(jealousy)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빼앗길지 모

른다는 생각에 느끼는 두려운 감정이라고 했다.

구문분석 [1행] …, envy and jealousy actually 
represent two distinct emotions [brought about 

by different kinds of  situations].
과거분사구 [ ]가 명사구 two distinct emotions를 꾸며 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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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생들이 일생 동안 계속 지식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

해석 교육에서, 격려와 동기 부여는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

다. 암기와 시험 대비를 강조하는 교수 방법은 동기를 유발하거나 (열

의를) 고취시키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종종 배우고자 하는 학생의 

열망을 파괴한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이 평생의 배움을 추구하

도록 격려해야 한다.

문제풀이 4행의 as 이후에 교육의 목표(the goal of education)

는 학생들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

고 언급되어 있다.

구문분석 [3행] …, it often destroys a student’s 
desire [to learn].

to learn은 명사구 a student’s desire를 꾸며 주는 to부정사

로 형용사적 수식어구의 역할을 한다.

5 ②

해석 구직 면접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를 많은 분야에 대한 재주가 

있는 다재다능한 근로자로 나타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러분이 재

주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겠지만, 여러분의 최우선 사항은 여러

분의 전문 분야를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것도 특별히 잘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뛰어난 재능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도

록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여러분이 쉽게 눈에 

띄게끔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증가할 것

이다. 

문제풀이 구직 면접에서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재능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② 

‘전문 분야’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정직함 ③ 충실함 

구문분석 [4행] …, you may give the impression 

[that you can’t do anything particularly well].

the impression과 [ ]는 동격이다. 

[5행] …, try to explain exactly [what kind of  
tasks you can do best], focusing  on your 
strongest skills.

[ ]는 expla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focusing 이

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 ①    2 ④   3 ②   4 ⑤   5 ③   6 ③

수 능 독 해 pp.62-65

1 ① 

해석 인간은 보통 언어라는 의사소통의 한 가지 형태를 공유한다. 그

러나, 생각이 한 언어로 전달되는 방식은 현지의 문화에 달려 있다. 

사실, 언어가 하는 것만큼 하나의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예로서, 스낵 자판기가 고장 났다는 표지판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아라. 영국 표지판은 “이 자판기는 동전을 받지 않

음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비슷한 표지판은 

대신 “동전 금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목적의 일본 표지판은 그 문제

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함을 드러내며 소비자에게 사과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외자들에게는 무작위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

만, 그 차이점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자연스럽다. 여러

분이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더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문제풀이 (A) 생각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conveyed가 적

절하다. survey는 ‘살피다, 점검하다’의 의미이다.

(B)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유감을 보여 주고 사과를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pologies가 적절하다. appreciation은 ‘감사’의 

의미이다.  

(C)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른 표지판의 언어가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우나 외부인들에게는 ‘무작위인’ 것처럼 보인다

는 내용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random이 적절하다. formal은 ‘격식

을 차린, 형식적인’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1행] However, the way [that ideas are 

conveyed in a language] depends on the local 
culture.
[ ]는 the w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로 the way that

은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4행] As an example,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signs [saying {that a snack machine is 

broken}].

as는 ’…로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 ]는 

sign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 }는 say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2 ④

해석 바이오연료는 설탕, 녹말, 식물성 기름, 혹은 옥수수와 같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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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료로 만든 새로운 연료원이다. 그것은 우리가 석유에 대한 우리

의 의존을 종식시키고 대기 중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바이오연료는 식용 작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식량 부

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2세

대 바이오연료를 만들어 냈다. 그것의 장점은 이 새로운 연료가 잎과 

줄기 같은 식물의 먹을 수 없는 부위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여전히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것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는 현재 기술적인 장벽이 있지만, 이 

문제점들은 머지않아 바로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this는 ④ 앞 문장의 바이오연료가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들어져 식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리키

고, ④ 이후에 새로운 접근법인 2세대 바이오연료의 장점으로 식물

의 먹을 수 없는 부분만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주

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④이다.

구문분석 [2행] Biofuel is a new fuel source [made 

from biological material …].
[ ]는 a new fuel sour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made 

from …」은 ‘ …로 만들어진’의 뜻으로서 재료가 화학적으로 변

했을 경우에 from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of를 쓴다.

[4행] While (it is) globally supported because it 
is eco-friendly, critics insist (that) it could lead 
to a disastrous situation.
접속사 because가 이끄는 절의 it is가 반복 사용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While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주어+be동사」가 생

략되었다.

[9행] …, which would mean the edible parts … .
콤마(,) 다음에 쓰인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로, 앞의 that절을 선행사로 받는다.

3 ②

해석 한 연구진이 두 참가자 집단에게 두 가지 다른 위치 중 한 곳으

로 입에 펜을 문 채 설문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펜을 ‘입술 위

치’에 문 참가자들은 억지로 얼굴을 찌푸리게 된 반면, ‘치아 위치’에 

문 참가자들은 억지로 미소를 짓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그 연구의 진

짜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려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그 설문

지에서, 참가자들은 한 만화가 얼마나 웃긴지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다. 연구자들이 예상

한 대로, ‘치아 위치’를 취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입술 위치’를 취한 집

단의 참가자들보다 그 만화가 훨씬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 연구자들은 얼굴의 표정이 사람의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풀이 억지로 짓는 표정이라도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에 관한 내용이다.

구문분석 [1행] A team of  researchers a
V

sked two 

groups of  p
O

articipants to fill out a q
O.C

uestionnaire 

with a pen held in their mouth … .
asked의 목적격보어로 to f i l l 이하의 to부정사구가 왔다. 

「with+O+과거분사」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이 ~된 채로’의 의미이다.

[5행] …, telling the participants [that they were 
trying to find out {how difficult it was for 
people [without the use of  their hands] to write}].

tel l 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he 

participants는 telling의 간접목적어이고 that이 이끄는 첫 

번째 [ ]는 직접목적어이다. { }는 find out의 목적어인 간접의

문문이다. it은 이 목적절의 가주어이고 to write은 진주어이며, 

for people … hands는 to write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7행] In the questionnaire,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how funny a cartoon was], which 
was the real objective of  the test.
[ ]는 r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콤마(,)와 함

께 쓰인 which는 to rate … wa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

법의 관계대명사이다.

4 ⑤

해석 다운시프터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다운시프터들은 그들의 개인 생

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그

들이 현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삶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의 중요성을 대단치 않게 생각

하려 한다. 다운시프터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열정, 행

복으로 가득찬 삶을 사는 것이다. 다운시프팅을 통해 더 느린 삶으로 

변화하는 일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오랜 질병, 또는 친밀

한 인간 관계에서의 실패와 같이 삶을 바꿔 놓을 만한 사건의 결과로

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려는 평생의 

바람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문제풀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

들인 다운시프터들이 어떤 이유로 느린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

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일부 사람들이 좀 더 느린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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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풀이 ① 자연에 더 가깝게 사는 것의 이점들

②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고수해야 한다

③ 충격적인 삶의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

④ 당신의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 비결

구문분석 [1행] People [known as downshifters] 

actively seek out ways [to make their lives 
simpler].

첫 번째 [ ]는 주어 People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며, to 

make가 이끄는 두 번째 [ ]는 앞의 명사 ways를 수식하는 형

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make+O+O.C」는 ‘…를 ~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5 행]  T h e  m o s t  i m p o r t a n t  t h i n g  f o r  a 
downshifter is to live a life [filled with purpose, 

passion, and happiness].
to live 이하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filled가 이끄는 과거분사구 [ ]가 a life를 수식한다.

5 ③

해석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한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아마도 당신의 

경험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뀔 것이다. 당신의 판매 보고서에 대한 상

사의 반응, 당신이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받는 대우, 그리고 당신의 

연애 관계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변화들은 모두 당신이 특정 순간에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자부심

은 기분의 이러한 일상적인 동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뜻한다. 만약 

당신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일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

더라도 당신은 대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것이다. 그에 반대로, 

본래 당신의 자부심이 낮다면, 당신은 일상생활의 기복에 훨씬 더 쉽

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아마도 긍정적

인 것과 부정적인 것 사이를 급격하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풀이 (A) 경험에 따라 쉽게 변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보다 근본적인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되는 부분이므로

However가 적절하다.

(B) 빈칸 전후로 자부심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설

명하고 있으므로 In contrast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 self-esteem refers to something 
[more basic than these ordinary …].
형용사구인 [ ]가 명사 something을 꾸며 주는 형용사적 수식

어구의 역할을 한다.

[7행] …, then no matter what occurs during 
your day, you will usually maintain … .
no matter what은 ‘비록 무엇이 …할지라도[일지라도]’라는 

S

V V′ O′

O.C′

<양보>의 의미로,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 ③

해석 올해 봄이 비정상적으로 춥고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지역의 농

업에 온갖 문제를 야기시켰다. 과일 농가에서부터 양봉 농가까지, 모

든 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방 정

부는 그들의 많은 곤충들이 얼어 죽은 사실 때문에 지역 양봉 농가에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너무 많은 일벌들이 죽었기 때

문에, 작은 유충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남겨졌고, 여왕벌은 알

을 더 적게 낳고 있다. 정부는 또한 작물이 피해를 입은 지역 과일 농

가들에도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 각 농가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제공할 것이다.

문제풀이 (A) ‘많은 …’의 의미인 「a large number of+복수명사」

가 주어로 쓰인 경우 동사는 복수명사(their insects)의 수에 일치시

키므로 have가 적절하다.

(B) small larvae가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버려져 있는 것이므로 ‘버려

진, 돌봄을 받지 못하는’이라는 수동의 의미인 uncared가 적절하다.

(C) 네모 뒷부분은 형태상 완벽하나 의미상 불완전하고, 명사로 시작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Spring has been abnormally cold 
and rainy this year, causing  all kinds of  
problems for the region’s agriculture industry.
caus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4행] …, due to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their insects …].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REVIEW TESTUNIT 06 p.66

A

1 ②

해석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경찰관들에 의해 멈춰 세워졌다.

풀이 문장의 동사(were stopped)가 뒤에 나오므로 ‘건너

는’의 의미로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2 ②

해석 나는 다음 주에 내 고양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풀이 ‘돌봐 줄’이라는 의미로 앞의 someone을 뒤에서 수

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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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해석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가득 찬 가방이 있다.

풀이 형용사가 수식어구를 동반하여 길어지는 경우 명사 뒤

에 위치하므로 full이 적절하다.

4 ①

해석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풀이 수식어구가 아닌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have가 

적절하다.

B

1 The number of people using the Internet has 

been increasing

2 On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ose and 

poetry is the author’s use of language

C

1 The islands located near my village are very
 S V S.C

 beautiful.

2 His mother made a promise to buy him the latest 
 S V O

 cell phone model[a promise to buy the latest cell 
phone model for him].

UNIT 07
형용사적 수식어구 2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관계대명사절

EXERCISE p.68

1  The house  [that I showed you yesterday] has 
just been sold.
내가 어제 너에게 보여 준 그 집은 방금 팔렸다.

2 He got married to  a beautiful woman  [whose 
eyes are dark blue].
그는 눈이 짙은 푸른색인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

3  The girl  [(whom[that]) you met at the library] 
was Jane.
네가 도서관에서 만났던 소녀는 Jane이었다.

4  The man  [who I believed was sincere and 
trustworthy] told me a lie.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내가 믿었던 그 남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5 They were impressed by  a painting  at the 
exhibition [whose colors seemed to be alive].
그들은 전시회에서 색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에 감명받았다.

6 Some creatures have  colors  [that help them 
merge with their surroundings].
어떤 생물들은 그것들이 주변 환경에 동화되게 도와주는 색을 가지고 있

다.

7 The scientists wanted to study  the common  
attitudes  [that women have about men].
그 과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연구하

고자 했다.

어휘 d o w n s t a i r s  아래층으로, 아래층에   s i n c e re  진실한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impress 깊은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   

exhibition 전시회   creature 생물   merge 합병하다; *동화되다   

surroundings 주변 환경   attitude 태도, 자세

EXERCISE p.69

02 관계부사절

1 I will never forget  the moment  [when I first saw 
you on the street].
나는 내가 너를 길에서 처음 본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 I know  the main reason  [why those countries 
continue to be so poor].
나는 그 국가들이 계속 그렇게 가난한 주된 원인을 안다.

3  The house  [where I was born] was destroyed in 
an earthquake ten years ago.
내가 태어난 집은 10년 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4 At the end of February, I left  the company  [where 
I had worked for over 20 years].
2월 말에, 나는 내가 20년 넘게 근무해 왔던 회사를 떠났다.

5  The way  [he works] is efficient enough to be 
praised by coworkers.
그가 일하는 방식은 동료들이 칭찬할 만큼 충분히 효율적이다.

6 Mary was upset by the changes in  the town  
[where she had grown up].
Mary는 그녀가 자란 마을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속상했다.

7 I want to know  the reason  [why they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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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about the accident].
나는 그들이 그 사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

어휘 main 주요한   destroy 파괴하다   efficient 효율적인   praise 

칭찬하다

단 문 독 해 pp.70-71

1 prime hunting grounds

해석 인디언의 화살촉은 고고학자들이 미국 원주민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화살촉이 발견되는 지점을 기록함

으로써 고고학자들은 미국 원주민들의 주요 동물 사냥터였던 지역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화살촉은 강둑이나 개울 근처에서 발

견되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동물들이 마실 물을 찾아 그곳으로 이끌

려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원주민들이 사냥을 했던 지역

들은 화살촉 수집가들의 화살촉을 위한 주요 사냥터가 되었다.

문제풀이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든 강둑이나 개울 근처가 미국 

원주민의 주요 사냥터였고, 그곳에서 화살촉이 많이 발견되므로 그

곳은 화살촉 수집가에게도 화살촉의 주요 사냥터(prime hunting 

grounds)가 될 것이다.

구문분석 [2행] …, by recording the locations

[where arrowheads are discovered], archaeologists

can create a map of  the areas [that were Native 

Americans ’  pr ime hunt ing  g rounds  for 
animals].
「by+v-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 ]는 the 

locati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며, 두 번째 [ ]는 the 

area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 the areas [where Native Americans 

hunted] have become arrowhead collectors’ … .
[ ]는 the area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have become

은 <완료>의 의미로 쓰인 현재완료 시제이다.

2 ②

해석 이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쓰기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

것은 당신이 작은 병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잉크를 필요로 한다. 일

정량의 잉크를 이것의 안에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은 필요할 때 다시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의 한쪽 끝에는 펜촉이라 불리는 뾰족한 금속 조

각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철이나 금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의 주요한 

이점은 쓰기가 쉽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필기하는 데 쓰이며, 잉크를 내부에 보관할 수 있고 한쪽 

끝에 펜촉이 있다고 했으므로 ② ‘만년필’에 관한 설명임을 알 수 있

다.

구문분석 [3행] On one end of  this i
V

s a pointed 

piece of  metal called a nib, which is usually 
made of  steel or gold.
부사구가 문두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which는 a 

pointed piece … nib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3 blind

해석 캐나다의 지폐는 점자와 유사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

폐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지폐의 액면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돌출된 점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로화에

는 여러 가지 지폐에 따라 다른 질감이 나게 만들어진 금속 박이 입혀

져 있다. 사실, 전 세계의 100여 개국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특징을 더했다.

문제풀이 지폐에 점자와 유사한 돌출된 점들이 찍혀 있거나 다른 

질감의 금속 박이 입혀져 있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blind 

people, the blind)을 도우려는 화폐의 특징임을 유추할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 includes a special feature [which 

is similar to Braille].
which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a special feature를 

수식한다.

[1행]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of  the bills 

a
V

re r
S

aised dots [that help blind people determine 

the value of  the bills].
부사구가 문두로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조이며, that이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raised dots를 수식하고 있다. 

「help+O+(to-)v」는 ‘…가 ~하도록 돕다’의 의미이다.

4 distribute the household chores evenly

해석 한 조사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당

신이 얼마만큼 경제적 안정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만

큼 가사를 하는가이다. 이 조사는 가사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부부들

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재산의 

양이나 부부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졌는가와 같이 행복한 결혼 생

활에 기여하는 것에 관한 더 전통적인 개념들은 덜 중요했다.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사구 S

부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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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두 번째 문장에서 집안일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부부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속된 5단어 표

현인 distribute the household chores evenly가 빈칸에 적절

하다.

구문분석 [1행] … is not how much financial security 
you have, but how much housework you do.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이며, A와 B의 자리에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이 왔다.

[3행] … couples [who distribute the household 

chores evenly] are more … .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couples를 수식한다.

5 씨앗을 보호하는 것

해석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그들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

다. 안쪽 깊은 곳에서, 씨앗은 열매의 과육으로 덮여 외부 세계로부터

의 방해 없이 자란다. 우리는 씨앗이 뿌려질 준비가 되는 때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열매가 익는 때이기 때문이다.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먹는 새들과 다른 동물들은 씨앗을 가져다 그것들

을 여기저기로 옮기고, 그 지역 전체에 퍼뜨려 그 식물의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문제풀이 첫 번째 문장에서 식물들은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

를 맺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 열매의 과육으로 인

해 씨앗이 외부의 방해 없이 자랄 수 있다고 했다.

구문분석 [1행] Plants [that produce fruit] do so in 

order to protect their seeds.
that이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Plants를 수식한다. do 

so는 produce fruit를 의미하며, 「in order to-v」는 ‘…하기 

위해’의 의미이다.

[3행] We can tell [when the seeds are ready to 
be sowed], … .
[ ]는 관계부사절로 when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the 

time)가 생략되어 있다.

1 ⑤   2 ②   3 ①   4 ⑤   5 ③   6 ⑤

수 능 독 해 pp.72-75

1 ⑤

해석 Fire whirls는 산불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 불길과 바람의 회

전하는 기둥이다. 그것은 때때로 단어 ‘불’과 ‘토네이도’의 합성어인 

‘firenadoes’로 불린다. 그것들은 강한 지상풍이 불 위의 뜨거운 공

기를 만날 때 발생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급격히 상승하며 회전하

게 한다. fire whirls가 실제로 토네이도는 아니지만, 그 바람은 시속 

160km의 속도에 달할 수 있고 그 온도는 1,000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대부분의 fire whirls는 몇 분 이상 계속되지 않지만, 일부는 

한 시간이나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 그것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불

을 퍼뜨리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불행히도, 그것의 강한 

열과 강한 바람 때문에, 소방관들은 그것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에서 강한 열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소방관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3행] They occur when strong surface 
winds meet the heated air above the fire, which 
causes them to rapidly rise and swirl.
which는 앞의 when절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cause+O+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

이다. 

[7행] They can cause serious damage, knocking 
down trees and spreading the wildfire.

knocking 이하와 spread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2 ②

해석 안데스 산맥의 고원에는, 이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들이 있다. 그러나, 이 녹색의 막은 실제로는 yareta라고 불리는 꽃

이 피는 식물이다. 그것은 3,200미터와 4,500미터 사이의 고도에서 

자라는데, 그곳에는 바람이 거의 멈추지 않고 불고 낮은 온도가 단단

한 돌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 yareta는 땅 가까이에서 함께 자란다. 이것은 그 식물이 열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강한 바람을 견

뎌 내게 해준다. 게다가, 그 식물의 밀랍으로 덮인 잎은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 yareta의 극도로 느린 성장 속도 또한 그것이 안데스의 

극심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돕는다. 그 식물은 일 년에 1.5cm정도

만 자라기 때문에, 넓은 yareta 밭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문제풀이 빈칸 앞에서 바람이 거의 멈추지 않고 불고 낮은 온도가 돌

을 갈라지게 할 정도의 극심한 환경을 언급했고 빈칸 뒤에는 yareta

의 구체적인 생존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 ‘이러한 

극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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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풀이 ① 자신을 더 큰 식물처럼 보이게 만들기 ③ 그것의 꽃으

로 더 많은 꽃가루를 만들어 내기 ④ 자신을 굶주린 동물들로부터 위

장하기 ⑤ 자원 경쟁에서 다른 식물들을 죽이기 

구문분석 [3행] It grows at altitudes between 3,200 
and 4,500 meters, where the wind almost never 
stops blowing and … .
where는 altitudes between 3,200 and 4,500 meters

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stop+v-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이다. 

[6행] This allows it to retain heat and (to) 
withstand powerful winds [that would destroy 

most other plants].

「allow+O+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로 it이 목적어이

며, to retain과 (to) withstand가 목적격보어로 접속사 and

에 의해 병렬연결되었다. would는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조

동사이다. 

[8행] Yareta’s extremely slow rate of  growth 
also helps it live in the severe environment of  
the Andes.

「help+O+(to)-v」는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이다. 

3 ①

해석 당신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존경할 수 있는 사

람, 즉 멘토의 도움 없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당신의 

멘토는 비즈니스 세계의 당연한 부분인 모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신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멘토의 도움은 당신이 더 빨리 

그리고 손실을 덜 입으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당신의 

멘토는 당신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높은 산의 정상에 이미 도달한 

탐험가와 같다.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는 당신의 발전을 

지켜보고 당신이 당신의 행로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도 피해 가도록 

이끌 수 있는 완벽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문제풀이 기업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미리 비즈니스를 경험한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① ‘당신

이 성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멘토는 무엇을 하는가’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방법 ③ 산 정상에 오르는 것

에 대한 조언 ④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들 ⑤ 멘토가 없는 젊

은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구문분석 [2행] Your mentor is the person [who is 

able to guide you … .
[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선행사 the person을 수식한다.

[7행] … the perfect view [from which to watch 

your progress …] .
「전치사+관계대명사」인 from  which  이하가 선행사 the 

perfect view를 수식한다.

4 ⑤

해석 지구상의 모든 대양은 몹시 차가운 온도와 기괴한 색의 빛을 발

하는 생물들이 있는 불가사의한 세계를 숨기고 있다. (C) 이 세계는 

‘중층수’라고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

던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 조명이 달린 특수한 잠수함을 사용하여 

최근에 그곳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B) 지금까지 그들의 가장 놀랄만

한 발견은 거의 모든 중층수 동물들이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인데, 이는 생물발광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그 동

물들이 짝을 유혹하거나 먹잇감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혹

은 포식자를 겁주어서 쫓아버리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 (A) 그

렇지만, 많은 동물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행위에 대한 설명은 미래의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층수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바다 속에 불가사의한 세계가 있다는 내용

에 이어, (C) 그 세계는 중층수라는 곳인데 과학자들이 그곳을 탐사

하기 시작했고, (B) 그들이 중층수에 대해 발견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곳의 동물들이 빛을 발산한다는 것이지만, (A) 일부 동물이 

빛을 발산하는 분명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흐름으로 이어

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By far their most r
S

emarkable 

discovery yet i
V

s [that … animals possess the 

ability {to produce light}], …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주격보어로 쓰였으며, to produce 

light는 명사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이다.

[10행] Scientists have recently started exploring 
it, using special submarines with spotlights [to 
observe plants and animals {that no one has 

ever seen before}].

us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 ]는 <목

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plants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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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imal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 ③

해석 친구들의 본질이 당신이 삶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

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의 친구들은 

심지어 당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

즘, 사람들은 도움이나 이해를 필요로 할 때 예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

처럼 친척들에게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점점 더 친구들에

게 의존하고 있다. (직계 가족이던 먼 친척이던, 먼 곳에 사는 친척들

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욱 중요해지면서, 이것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우리의 욕

구를 증가시켜 왔다. 우정은 종종 공통의 관심사나 경험을 공유한 두 

사람 사이에서 충동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이 당신의 

친구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들도 있다.

문제풀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로, 친척들과 연

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③의 내용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분석 [1행] … in determining just [how happy 
and satisfied you are with your life].
[ ]는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동명사 

determin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11행] … get close to people [whom you want to 

be your friends].

whom은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동사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6 ⑤

해석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을 직접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전화 통화는 똑같은 효과를 갖지 못한

다. 이 통념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몇몇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7세에서 12세 사이의 소녀들은 많은 낯

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요구 받았는데, 이 상황은 스트레스

를 야기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그 뒤에, 그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

다. 첫 번째 그룹은 어머니에게 직접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전화로 위로를 받았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위로도 받지 못 했다. 그

리고 나서 연구자들은 옥시토신이라 불리는 진정 작용을 하는 호르몬

의 수치를 검사했다. 예상과는 달리, 직접적으로든 전화를 통해서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은 모든 소녀들은 거의 같은 수준의 옥

시토신 수치를 보였다.

⇨ 부모로부터 받은 음성에 의한 위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S′ V′

O.C′

받은 위로와 같은 정도의 위안을 제공하는 것 같다.

문제풀이 직접 위로를 받든 전화를 통해 위로를 받든 자신의 어머

니의 위로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같은 수준의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 

이다.

구문분석 [10행] …, all of  the girls [who were

comforted by their mothers], whether in person 
or over the phone, showed … .
[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나온 선행사 all of the girls를 

수식한다. 「whether … or ~」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어 ‘…이

든지 ~이든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REVIEW TESTUNIT 07 p.76

A

1 The road that we took through the forest

해석 우리가 숲을 가로질러 간 길은 좁고 가팔랐다.

풀이 선행사 The road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

대명사 that이 took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took 뒤의 it

을 삭제해야 한다.

2 whose father is the president of his college

해석 John은 아버지가 자신의 대학 총장인 친구를 만나러 

갔다.

풀이 선행사 a friend와 관계사절의 주어 father는 소유 관

계이므로 whom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야  

한다.

3 the way he speaks and acts 또는 how he 

speaks and acts

해석 나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매우 좋아한다.

풀이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으

므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

4 who live in the same building

해석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

하다.

풀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people)의 인칭 

및 수와 일치시켜야 하므로 lives를 live로 고쳐야 한다.

5 that[which] I have long desired to visit

해석 이곳은 내가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장소 

이다.

풀이 관계사절에서 동사 visi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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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아니라 the very place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which]이 와야 한다.

B

1 This is a plant whose leaves are used for making 

tea.

2 a quiet place where you are not likely to be     

disturbed 

C

1 My uncle runs a company which produces tires.
 S V O

2 The company decided on the day when they 
 S V O

 would have their year-end party.

UNIT 08
부사적 수식어구 1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전치사구

EXERCISE p.78

1 You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breaking 
eggs].
당신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2 He came to the meeting [despite feeling sick].
그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왔다.

3 If  you exercise [on a daily basis], you can 
develop strong muscles.
당신이 매일 운동을 한다면, 당신은 강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

4 The question was very hard [for the beginners in 
our English class].
그 질문은 우리 영어 수업의 초보자들에게 매우 어려웠다.

5 The old man stood silently [at the door].
노인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6 I am doing this [for one reason]; I want to enjoy 
my life.
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

다.

7 [By doing this], we are able to protect the earth.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8 Taking too many vitamins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

어휘 announcement 발표, 알림   on a daily basis 매일

EXERCISE p.79

02 to부정사구

1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Sarah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

해 전화했다.

2 그는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3 그녀는 한강을 수영하여 건널 만큼 충분히 강하다.

4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몹시 화가 난 것임에 틀림없다.

5 나는 내 발표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6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사장님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다. 

(※only to-v는 <결과>를 나타냄)

7 너는 내 선물을 보고는 놀란 게 틀림없구나.

어휘 perfume 향수   accept 받아들이다   comment 논평, 비평; *지

적, 비판   propose (계획·안건 등을) 제안하다   reject 거부하다

단 문 독 해 pp.80-81

1 Writing by hand, brain

해석 키보드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어른도 더 이상 펜으로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연구들은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뇌 발

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것은 운동 기술과 창의력과 

관련된 뇌의 부분들을 향상시킨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한 

심리학자는 그들이 손으로 에세이를 쓸 때 더 빨리 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학생들이 키보

드만이 아니라 펜으로 글을 쓰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운동기술과 창의력과 관련된 뇌의 영역들

을 발달시킬 수 있다.

문제풀이 두 번째 문장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뇌 발달에 중요하

며, 특히 운동 기술과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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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1행] Since keyboards are everywhere, 
neither children nor adults need to write with a 
pen anymore.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neither A nor B」

는 ‘A도 B도 아닌’의 뜻이다.

[4행] A psychologist [who tes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nd [(that) they not only 
wrote faster but also generated more ideas 
when writing essays by hand].
첫 번째 [ ]는 A psychologis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문장의 동사는 found이고, 두 번째 [ ]는 found의 목적

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이다. when writing

은 접속사 when을 남겨둔 분사구문이다.

2 Stretching, warms up, promotes

해석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15초 정도 당신의 팔다리의 

각각의 부분을 스트레칭해 보라. 손가락을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시작

하여 손, 손목, 팔의 순서로 넘어가라. 이 과정을 다른 쪽 팔로도 반복

하라. 이번에는 발가락, 발, 발목, 다리를 스트레칭할 차례이다. 이 간

단한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 전체의 더 원활한 혈액 순환을 촉진

해 준다.

⇨ 당신의 팔다리를 잠시 스트레칭하는 것은 당신 몸의 근육을 풀어 

주고 당신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

문제풀이 팔다리를 잠시 스트레칭하는 것은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3행] Now it’s time to stretch … .
「it’s time to-v」는 ‘…할 시간이다’라는 의미이다.

3 writing your own personal notes

해석 책을 구매할 때 당신은 전자 제품, 의류, 가구 혹은 다른 제품들

을 소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것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책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당

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으

면서 책 속에 당신 자신만의 개인적인 기록을 함으로써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책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당신은 책을 읽는 동안 책에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함으로

써 책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할 수 있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에서 책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을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 just as you pay to possess … .
「just as …」는 ‘꼭 …하는 것처럼’의 의미이다. to possess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3행] The b
S

est way [to do this] i
V

s by w
S.C

riting your 

own personal notes … .
to do this는 앞에 나온 주어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

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by writing 이하는 주격보어로 

쓰인 전치사구이다.

4 옷을 세탁하지 말 것. 유명 인사의 땀이 옷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

문 

해석 누가 그것을 만졌는지를 포함하여, 한 물건의 역사는 그것의 가

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전직 대통령

인 John F. Kennedy의 골프채가 772,500달러에 팔렸다! 일부 

자선단체들은 유명한 배우들이 입었던 옷들을 경매로 판매함으로써 

‘마법 같은 손길’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옷들을 경매로 팔기 

전에 그것들을 세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명 인사의 땀은 사

실상 그 옷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문제풀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유명 인사가 입은 옷의 땀은 그 옷의 

가치를 높이므로, 경매 전에 세탁하지 말라고 했다. 

구문분석 [1행] An object’s history, including [who 
has touched it], can greatly affect its value.

[ ]는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전치사 

inclu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3행] Some charities have taken advantage of  
“the magical touch” by auctioning clothes [that 

were worn by famous actors].

「by+v-ing」는 ‘…함으로써’라는 의미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

낸다. [ ]는 cloth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 fewer benefits, lower wages, holiday time

해석 어떤 회사들은 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해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경비원이나 청소부들이 흔히 

임시직으로 고용된다. 그들은 전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법률

에 의해 보호받지 못해서 더 낮은 임금뿐 아니라 더 적은 혜택을 받는

다. 그들의 고용주들은 또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의 보너스와 휴

가를 줄인다.

⇨ 임시직 노동자들은 더 적은 혜택과 더 낮은 임금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게다가, 그들의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들의 보너

스와 휴가를 줄인다.



38   

  문제풀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들을 찾을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Some companies hire temporary 
workers to cut costs by paying lower wages.
to cut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

다. 「by+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3행] … they receive fewer b
A

enefits as well as 

l
B

ower wages.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이다.

1 ⑤   2 ④   3 ③   4 ⑤   5 ⑤   6 ④

수 능 독 해 pp.82-85

1 ⑤

해석 때때로, 어떤 물체의 모양은 그것을 구성하는 재료만큼 중요하

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두 손바닥 사이로 달걀의 양쪽 끝을 꼭 쥐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달걀의 가운

데 부분을 꼭 쥔다면, 결국 여러분의 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

에 대한 이유는 달걀의 특별한 모양인데, 그것은 껍질에 무게를 균등

하게 분배함으로써 압력을 최소화한다. 여러분은 달걀이 결코 수평으

로 보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달걀) 갑

은 달걀의 끝부분이 항상 위로 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리고 암

탉이 알을 품을 때 그 알들의 더 좁은 끝부분이 위를 향하며 같은 방

식으로 놓여져 있다.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암탉은 그들의 알들을 깨

뜨리지 않고 알 위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달걀 껍질은 깨지기 쉽지

만, 그것의 특별한 모양은 어떤 상황에서는 달걀을 강하게 만든다. 

문제풀이 (A) 달걀 껍질에 무게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istributing이 적절하다. 

distort는 ‘비틀다, 일그러뜨리다’의 의미이다.

(B) 달걀의 끝부분이 항상 위로 향하게 달걀 갑이 디자인되어 있

어 달걀이 ‘수평으로’ 보관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orizontally’가 적절하다. vertically는 ‘수직(적)으로’의 의미이다. 

(C) 달걀 껍질은 깨지기 쉽지만, 달걀의 특별한 모양이 달걀을 ‘강하

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trong이 적절하다. weak은 

‘약한’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1행] Sometimes, an object’s shape is as 
important as the material [(which/that) it is 
made of].

「as+형용사[부사]+as」는 원급 비교 구문으로 ‘…만큼 ~한[하

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 ]는 the material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The reason [for this] is the egg’s special 

shape, which minimizes strain by distributing 
weight evenly around the shell.

which는 the egg’s special shape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

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

다. 「by+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로 <수단·방법>을 나타

낸다.  

[8행] …, the eggs are positioned in the same 
way, with their narrower end pointing upwards.

「with+O+v-ing」는 ‘…가 ~한 상태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분

사구문이다. 

2 ④

해석 당신은 남성들의 (옷에 달린) 단추는 오른쪽에 있는 반면, 여성

들의 옷에 있는 단추는 왜 왼쪽에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

는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통은 빅토리아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상류층 여성들은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는 하인을 두는 것이 

관습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들의 단추는 하인의 오른쪽인 옷의 측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하

인들이 옷 단추를 채우는 것을 더욱 쉽게 했다. 반면에, 부유한 남성

들은 스스로 옷을 입었고, 따라서 단추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하인을 둘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도 이 유행을 따라했고, 오

늘날까지 여성복의 단추는 왼쪽에 남아 있다.

문제풀이 (A) 남성복의 단추가 오른쪽에 있는 것에 반해 여성복의 단

추가 왼쪽에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why가 적절하다.

(B) ‘옷을 입히다’라는 dress 동작의 주체는 servants이지만 그 동

작의 대상은 upper-class women이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가 

아닌 them이 적절하다.  

(C) 문장의 주어가 복수명사 buttons이므로 동사는 remain이 적절

하다.

구문분석 [3행] …, it was the custom for upper-class 
women to employ servants … .
it은 가주어, to employ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upper- 

class women은 to employ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S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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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 …, women’s buttons were placed on the 
side of  the clothes [that was to the servant’s 

right].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나온 the side를 선행사로 한다.

[6행] This made it easier for the servants [to 
button them up].
it은 가목적어이고, [ ]가 진목적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for the servants는 to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button up은 「동사+부사」 형태의 2어동사로, 대명사 형태의 

목적어(them)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3 ③

해석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한, 미국 대통령인 

Ronald Reagan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뛰어난 연설가였으나, 그

는 또한 연설하기 전에 항상 초조해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좋은 

연설가라는 표시이다. 좋은 연설가들은 잘해내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

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늘 초조해한다. Reagan의 경우, 그는 늘 농

담으로 연설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초조함에 대처했다. 청중의 웃음

은 그가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그들이 웃는 동안 청중은 

편안해지며 앞으로 들을 연설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

약 당신이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연설을 시작할 적절

한 농담을 떠올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만약 당신이 천성적으로 유

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친구에게 물어보아라.

문제풀이 농담으로 연설을 시작하면 연설가의 긴장이 풀릴 뿐만 아

니라 청중들 역시 편안해지며 연설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고 했으므로, 글의 요지로는 ③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8행] Therefore, if  you’re worried about 
giving a speech, it’s a good idea to come up 
with an appropriate joke to start with.
it은 주절의 가주어이고, to come 이하가 진주어이다.

[9행] If  you’re not a naturally humorous person, 
ask a friend [who is (a naturally humorous 
person)].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 a friend를 수식해 

주고 있으며, is 뒤에는 ‘a naturally humorous person’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4 ⑤

해석 Inakadate는 쌀로 유명한 일본 북동부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이

다. 1990년대에 일본의 쌀 소비가 감소하여 마을의 쌀 판매량이 하

락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여전히 마을의 주요 수입원

이었다. 마을을 돕기 위해, 한 홍보 회사가 계획 하나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Inakadate의 가장 큰 자원인 

쌀을 활용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함으로

써 이것을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색상의 쌀 품종을 심어서 마을 논밭

에 거대한 예술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 회사는 또한 방문객들이 

그저 전화로 쌀 그림을 사진 찍음으로써 웹사이트에서 쌀을 구매하게 

해주는 ‘쌀 코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다. 마을 인구의 약 30

배인 총 251,320명의 방문객들이 이러한 독특한 창작물을 보기 위

해 왔다. 한편, 쌀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380퍼센트 증가했다. 

문제풀이 빈칸 뒤에 다양한 품종의 쌀로 만들어진 쌀 그림을 사진 찍

음으로써 웹사이트에서 쌀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

에는 ⑤ ‘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함’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농작물 전문가를 고용함 ② 쌀 품종들을 개량함 ③ 새

로운 농업 기술을 적용함 ④ 디지털 기술에 대해 농부들을 교육시킴

구문분석 [8행] The company also created a new 
technology [called “rice-code”] [that allowed 

visitors to purchase rice from a website …].

첫 번째 [ ]는 a new technolog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a new technolog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allow+O+ to-v」는 ‘…가 ~하게 해주다’의 의미이다. 

5 ⑤

해석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빨리 거짓 핑계

를 생각해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한 자신을 흔히 발견할 수 있

다. 어쩌면 당신은 동료의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 

혹은 당신이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 토요일에 상사가 자진하여 

일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온다. 그래서 변명들이 튀어나온다. “안 돼

요! 가족 장례식에 가 봐야 해서요.” 혹은 “그날 이를 뽑을 예정이에요. 

죄송해요.” 다음번에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거짓 핑계를 꾸

미려고 한다면, 그만두어라. 당신이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정당화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예”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거짓말을 할 필요 또한 없다.

문제풀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탁에 대해 거짓으

로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하게 거절하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잘 알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It is common [to find yourself  in 
situations {in which you feel (that) you have to  

… to get out of  something you don’t wan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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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은 가주어, to find 이하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

다. 「전치사+관계대명사」절인 { }는 situations를 수식하고 있

다. to ge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5행] So out c
V

ome the e
S

xcuses.

운동의 방향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out)가 문두에 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8행] There’s no need to justify [why you can’t 
make  i t ]  o r  to  adjust  your  schedule  t o 
accommodate someone else’s.
to justify와 to adjust는 명사 nee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justify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

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왔다. to accommodate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6 ④

해석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한다. 2020년까지 

약 38만 명이 매년 사망할 것이고, 현재의 매장 제도는 환경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매

장 관습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이러한 지침들은 죽은 사람을 화장해서, 공원과 같은 곳에 그들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아

마도 공동묘지의 광경이 다소 우울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승인도 얻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집 주변에 새로운 묘지가 건설되

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도 줄일 것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이런 매장 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고, 그 반응은 긍정적이었

다.

문제풀이 (A) 현행 매장 제도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매장 방법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므로 <인과>를 나타내

는 연결사 Therefore가 적절하다.

(B) 앞에서 새로운 매장 제도가 환경 친화적이고 기존 묘지의 광경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난 

후, 이웃 주민들의 반대도 적어질 것이라는 부가 내용이 이어지므로  

<첨가>를 나타내는 연결사 In addition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Not only is this good …, but it 
probably meets … .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다. 

부정어 Not only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8행]  …, i t  would l ike ly  lessen people ’s 
resistance to new cemeteries being built in their 
neighborhoods.

부사

being built는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의 수동형이

다. new cemeteries는 동명사 being built의 의미상 주어로 

‘새로운 묘지가 건설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의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REVIEW TESTUNIT 08 p.86

A

1 pushing

해석 ‘밀어 올린다는 것’은 뒤나 아래에서 밀어 줌으로써 들

어 올리거나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 전치사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2 to

해석 그 기계를 작동하는 데 두 사람이 필요했다.

풀이 뒤에 동사원형인 operate가 나오므로 함께 쓰여 to부

정사를 만드는 to가 필요하다.

3 congratulate

해석 나는 대회에서의 당신의 뛰어난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풀이 문맥상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4 without

해석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

지 않고 고래를 죽이고 있다.

풀이 문맥상 ‘고려하지 않고’의 의미이므로 동명사 

considering 앞에 전치사 without이 와야 한다.

B

1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core on the midterm 

test

2 The money was used to build more schools in 

Africa

C

1 I volunteered at the local library for three days.
S V 부사적 수식어구 (장소) 부사적 수식어구 (시간)

2 I am happy to have worked with you for the last
S V S.C 부사적 수식어구 부사적 수식어구 (시간)

 10 years.



41   

UNIT 09
부사적 수식어구 2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분사구문 해석하기

EXERCISE p.88

1 ② /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두려움으로 창백해졌다.

2 ② /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③ / 네가 말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다.

4 ① / 다리를 다쳐서 그녀는 걸을 수가 없었다.

5 ③ /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그것을 먼저 주의 깊게 읽도록 

해라.

어휘 pale 창백한   fright 두려움   wound 부상당하게 하다   sign 서

명하다   contract 계약서

EXERCISE p.89

02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1 어젯밤 화재가 발생하여 집 열 채를 태웠다.

2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 

었다.

3 그들은 그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지지했다.

4 나는 수업 시간에 코를 골아서 모두를 웃게 했다.

5 Chloe는 그녀의 고양이가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채 소파에 앉

아 있었다.

6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7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휘 break out 발생하다   destroy 파괴하다   knit 뜨개질하다   

support 지지하다, 옹호하다   snore 코를 골다   lap 무릎

단 문 독 해 pp.90-91

1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독창적으로 보임, 가격이 저렴함, 새로

운 색을 칠하는 것이 쉬움 

해석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을 걸을 때 당신은 손톱 하나에 다른 색

이 칠해진 여성들을 자주 볼 것이다. 흔히 ‘feature nail(피처 네일)’

로 알려진 그것은 대중적인 유행이 되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을 들이

지 않고 독창적으로 되도록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매력적

이다. 그들은 미용사나 옷가게를 찾지 않고도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가격도 저렴해서 매니큐어 한 병의 가격이 

몇 달러밖에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손톱을 새로운 색깔로 칠하는 

것도 쉽다. 소량의 매니큐어 제거제를 사용하면 몇 분 만에 그들은 다

시 색칠할 수 있는 빈 캔버스를 갖게 될 것이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al lowing  them  to  be  creat ive 

without much effort와 다섯 번째 문장의 inexpensive, 여섯 번

째 문장의 easy to paint the nail a new color에서 장점을 밝히

고 있다. 

구문분석 [1행] When walking around a crowded 
neighborhood, you’ll often see women with one 
fingernail painted a different color.
When walking은 When you walk를 분사구문으로 나타낸 

것으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를 분사 앞에 남겨둔 형

태이다. 「with+O+p.p」 분사구문은 ‘…가 ~된 채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2행] (Being) Commonly known as a “feature 
nail,” it has become a popular trend.
Commonly … nail은 주어 it(= feature nail)을 부연 설명하

는 분사구문으로, 부사 Commonly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3행] …, allowing them to be creative without 
much effort.
al lowing  이하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ecause it allows them to be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 플라스틱 포장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

용함  

해석 한 가족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 그들의 소유물의 80퍼

센트를 없앴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대신, 그 가족은 처음으

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곧, 그들은 그 생각을 더욱 더 진전시킬 수 있

는지 궁금해 했다.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알게 된 후에, 그들은 쓰레기 

제로 생활 방식(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사는 삶)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에 재사용

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1년 내내, 가족 

전체가 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단 하나의 통에 다 넣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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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 다섯 번째 문장에서 가족 전체가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구

매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제로 생활 방

식을 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문분석 [3행] After learning about the impact 

[(which[that]) garbage has on the environment] 
and [why it is so important that we reduce it], 
… .

After learning은 After they learned를 분사구문으로 나타

낸 것으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를 분사 앞에 남겨둔 

형태이다. 첫 번째 [ ]는 the impac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

절로 「의문사+주어+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이다. it은 가주어

이고 that 이하가 진주어이다. 

[7행] …, the entire family produced so little 
trash that it could fit in a single jar.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3 talking to someone with your hands in your 

pockets

해석 두 친구가 함께 수다를 떨든 낯선 사람이 길에서 길을 묻든, 주

머니에 손을 넣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

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당신이 편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

의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데 특히 연장자와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당신이 무

례를 범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문제풀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마다 다르게 느

껴진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it이 가리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구문분석 [2행] …, talking to s
S

omeone with your 

hands in your pockets i
V

s common … .

talk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구가 주어이며, is가 동사이다.

4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연주되는 음악을 듣는 것

해석 Rachel Cohen은 재능 있는 음악가로,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데 이용한다. 아이들이 학습

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녀는 그녀가 ‘소리 여행’이라 부르

는 것으로 그들을 안내한다. 아이들은 모두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서 그녀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아이들이 음악에 집

중할 때, 그들이 훨씬 더 차분해진다고 믿는다. 나중에 이러한 경험이 

그들이 학업에 더 잘 집중하도록 도움을 준다.

문제풀이 The children all lie down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문

장에서 sound journey 참가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시되어  

있다.

구문분석 [3행] … on the floor with their eyes 
closed … .
「with+O+p.p」 분사구문은 ‘…가 ~된 채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5 학생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

해석 최고 경영인이나 군대의 장군과 비교해 볼 때, 교사는 많은 힘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교사들은 다른, 보다 영

향력 있는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일은 어린 학생

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

이다. 이런 이유로 선생님이 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다

른 어떤 직업보다 당신에게 큰 힘을 줄 것이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Their job is 이하에서 교사가 가진 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Being) Compared to a CEO or a 
military general, a teacher may … .
Compared 이하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주절

의 주어인 a teacher가 ‘…와 비교될 때’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

타낸다.

[3행] Their job is [to give  young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world]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make … .
[ ]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so they 

이하는 「so (that)+주어+will[can]」 구문으로 ‘…가 ~하도록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1 ②   2 ②   3 ④   4 ③   5 ②   6 ②

수 능 독 해 pp.92-95

1 ②

해석 Atlantic puffin(북대서양 바다오리)은 검은 머리, 창백한 볼, 

그리고 밝은 색의 부리 때문에 못 알아볼 수가 없다. 그들의 재미있는 

외모는 검고 붉은 눈 주변의 점들과 주황색 다리 때문에 더 부각된다. 

번식기마다 그 새들은 영국에 온다. 그들의 깃털은 자연적으로 빠지

V′ I.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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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그들을 잠시 날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물 속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게 움직인다. 수컷 바다오리는 바다 가까

이에 굴을 파고 그들 자신의 빠진 깃털을 사용하여 둥지를 만든다. 수

천 마리의 바다오리들은 그들의 둥지들을 서로 가까운 데에 짓는다. 

알들이 부화하면, 부모가 쑥쑥 자라는 새끼를 위해 부리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다오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줄 때 한 번에 작은 물고기를 30마리나 나를 

수 있다. 겨울이 오면 바다오리들이 영국을 떠나 다음 번식기까지 돌

아오지 않는다.

문제풀이 Atlantic puffin은 번식기에 털이 빠져 일시적으로 날 수 

없으나, 헤엄은 여전히 잘 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3행] Their feathers fall out naturally, 
[which makes them unable to fly for a short 

time], … .
[ ]는 앞 절의 내용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절이다. 형용사 unable이 make의 목적격보어로 쓰였으며, 

「unable+to-v」는 ‘…할 수 없는’의 의미이다.

[6행] ... using their own fallen feathers.
us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Once the eggs hatch, the parents can be 
seen hurrying back and forth with their bills 
packed with fish … .
「see+O+O.C」 구문이 수동태로 쓰인 형태로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 hurrying이 쓰였다. 「with+O+p.p」는 

‘…가 ~된 채로’의 의미이다.

[9행] When bringing food to their chicks, 
puffins can carry as many as 30 small fish at 
once.
When bringing은 ‘When puffins bring’의 의미를 나타내

는 분사구문으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를 분사 앞에 

남겨 둔 형태이다. 「as many as …」는 ‘무려 …나’의 뜻이다.

2 ②

해석 깃펜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필기도구였다. 서기 700

년쯤에 도입된 이 펜은 깃털의 깃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새의 왼

쪽 날개에서 뽑은 것이었다. 왼쪽 날개의 깃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했

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깃털이 오른손잡이 작가들에 의해 사용될 때 

손등 위쪽으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깃

은 거위로부터 뽑았지만 백조의 깃이 희귀하여 비쌌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가는 선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까

마귀 깃이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했고, 다음으로 독수리, 올빼미, 매의 

V′ O′ O.C′

깃 순이었다.

문제풀이 주절의 주어인 this pen이 서기 700년 경에 ‘도입된’ 

것이므로 ② Introducing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Introduced가 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that은 a writing instrumen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③ It이 가주어, to use … left wing이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

사구이다.

④ highly는 ‘매우, 대단히’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형용사 prized를 

수식한다. 「more+부사」는 ‘더 …하게’라는 의미를 갖는다.

⑤ those는 앞의 quills를 받는 지시대명사이다.

구문분석 [7행] …, being scarce and thus expensive.
be i ng  이하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ecause they(= those[quills] of the swan) were 

scarce and thus expensiv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 ④

해석 특허와 상표에는 큰 차이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17년간 보장되는 특허는 상품의 이

름과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을 모두 보호한다. 예를 들어, 전기면도

기는 1928년에 발명가 Jacob Schick에 의해 특허를 받았다. 그

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갖기 위해 그렇게 했다. 반면

에, 상표는 상품들을 식별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에 대한 

뚜렷한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들이나 상징들이다. 

Kleenex와 Jell-O가 상표의 예이고, MGM 영화사를 상징하는 사

자의 머리도 마찬가지이다.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상표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기업들은 상표를 보호하고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허가 없

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한다.

문제풀이 (A) 앞에서는 특허의 개념을 소개하고 뒤에서는 Schick가 

전기면도기로 특허를 획득했다는 예시가 나오므로 빈칸 (A)에는 연결

사 For instance가 적절하다.

(B) 앞에는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특허의 비교 대상인 

상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빈칸 (B)에는 <역접>의 연결사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7행] Kleenex and Jell-O are examples 
of  t rademarks,  as  i s  the  l ion’s  head  that 
represents MGM Pictures.
접속사인 as 뒤에서 도치가 일어나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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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③

해석 한 어부가 밤에 강 상류로 배를 저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지쳐서 잠시 노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배 바닥에 누웠

다. 달이 무척 밝아서 그는 달을 보기 위해 눈을 반쯤 감아야만 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졸고 있음을 느꼈다. 밤은 고요했고 바람도 잔

잔해서 그는 닻을 배 밖으로 던지고 쉬기로 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

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보트가 처음에는 한쪽 강둑에 부

딪혔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쪽에 부딪히며 점점 더 빨리 앞뒤로 흔들

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강력한 생물체가 물 밑에서 그와 그

의 배를 물결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문제풀이 글 전반부의 Exhausted, nodding off의 표현에서 ‘he’

가 피곤한(tired) 상태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6행의 But before 

long 이후부터 글의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배가 흔들리며 ‘he’가 겁이 

난(frightened)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황홀한 → 혼란스러운 ② 기쁜 → 짜증이 난 ④ 화난 

→ 자신만만한 ⑤ 고마워하는 → 당황한

구문분석 [2행] (Being) Exhausted, he set down … . 
Exhausted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이다. ‘Because he was exhausted, 

…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행] But before long, his boat began …, first 
touching one bank and then the other (bank). 
first touch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it first touched …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7행] It felt as if some powerful creature was 
beneath the water, … .
「as if+가정법 과거」 구문이 쓰인 문장으로, ‘…인 것처럼’의 의

미를 나타낸다. 가정법 과거 표현에서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현대 영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한다.

5 ②

해석 십대들이 사춘기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자 하는지를 알아가면서 자기 발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상이다. 

이러한 여정은 누구에게나 겪기 어려운 과정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경험은 입양된 십대들에게는 훨씬 더 복

잡할 수 있다. 십대인 만큼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궁금

해하고 따라서 그들의 친부모에 대해 더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

이 묻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은 애초에 왜 그들이 버려져서 입양되었는

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양 가정을 원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러한 호

기심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this experience는 ② 앞 문장의 Such 

a journey를 가리키고, ② 이후에 입양된 십대들의 고민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

절한 곳은 ②이다.

구문분석 [2행] It is normal for teens to go through 
…, figuring out what kind … .
It이 가주어, to go 이하가 진주어이다. for teens는 to go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figur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

는 분사구문으로 ‘…하면서’의 의미를 나타낸다.

[5행] This is because, being teens, they are 
curious … .
being teens는 ‘because they are teens’의 의미를 나타

내는 분사구문이다.

6 ②

해석 자연환경과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은 그들이 자연환경에 섞여 숨어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진한 노랑, 주황, 분홍색이 온몸을 뒤덮은 화려한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눈에 띄는 색은 이 동물들이 독성이 있다

는 것을 포식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포식자들이 이 동물들을 잡

아먹으려 하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아주 끔찍한 맛을 보거나 심지

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자신은 독이 없으면서도 

독을 가진 동물들의 색을 매우 유사하게 모방한 피부색을 진화시킨 

어떤 종들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잠재적인 공격자들을 속이는 데 효

과적이라고 입증된다. 포식자들이 밝은 색의 동물들은 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방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 몇몇 밝은 색의 동물들은 단지 실제 독성이 있는 종들의 겉모습을 

모방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들은 밝은 색을 가진 먹이

를 피한다.

문제풀이 어떤 동물들은 독이 있는(poisonous) 것처럼 보이기 위

해 독성 동물들의 밝은 피부색을 모방하고, 포식자들은 그 동물들이 

독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먹잇감을 피한다(avoid)는 

내용이다.

구문분석 [1행] There are many animals whose 
skin is similar in color …, which helps them 
blend in and remain … .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의 절에 언급된 ‘자연환경과 비슷한 동

물의 피부색’을 가리키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으며, 「hel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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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help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인 blend와 remain이 쓰였다.

[10행] Since predators avoid eating …, assuming 
they are poisonous, … .
Since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때문에’라

는 의미이며,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assuming 이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REVIEW TESTUNIT 09 p.96

A

1 tapping

해석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혼자 서 있었다. 

풀이 손가락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

재분사가 적절하다.

2 turned

해석 그녀는 모든 불이 켜진 채 잠이 들었다. 

풀이 불은 켜지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분사가 적절하다. 

3 waving

해석 그녀는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뛰어가고 있었다.

풀이 wave는 ‘바람에 날리다’는 의미이고 머리카락이 날리

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4 following

해석 그는 산책하러 나갔고 그의 개가 그를 따라가고 있 

었다.

풀이 개가 따라가고 있으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재분사가 적

절하다.

5 closed

해석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풀이 눈은 감긴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가 적절 

하다.

6 fixed

해석 그는 시선을 어둠 속에 있는 무언가에 고정시킨 채 가

만히 서 있었다.

풀이 눈(시선)이 한 곳에 고정된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

거분사가 적절하다.

B

1 Entering the classroom, found two students were 

studying there

2 The rain beginning to fall, had to stay home

C

1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this principle 
 부사적 수식어구 (분사구문) S

 remains true.
 V S.C

2 Judging from his accent, he must be from 
 부사적 수식어구 (분사구문) S V

 another country.
 S.C

UNIT 10
동사의 바른 해석 1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가정법

EXERCISE p.98

1 ⓐ Yes ⓑ No
내 차가 작지 않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을 텐데.

2 ⓐ Yes ⓑ No
만일 내가 어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

3 ⓐ No
Brian이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4 ⓐ Yes ⓑ Yes
그가 그때 그녀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살아 있지 못할 거야.

5 ⓐ Yes ⓑ Yes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을 거야.

어휘 accident 사고   alive 살아 있는

EXERCISE p.99

02 주요 조동사 표현

1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는 친절

하고 재능도 있다.

2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나는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다.



46   

  3 나는 어제 그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다.

4 나는 당신을 울게 하느니 차라리 내 자신을 아프게 하겠어요.

5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6 교통량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 낫겠다.

7 비가 오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더 머무는 편이 낫겠다.

8 나는 (예전에는) 신문에서 정보를 얻곤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

로 뉴스를 읽는다.

9 나는 지금 바로 그에게 전화할 거야.

어휘 be proud of …을 자랑으로 여기다   talented 재능 있는   traffic 

교통(량)

단 문 독 해 pp.100-101

1 terrain[landscape/ground], shelter, required

해석 인류의 가장 초기의 조상들은 나무에서 거주하며 팔다리 모두

를 사용해서 걸어 다니곤 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지

형의 변화 때문에 다리만으로 직립 보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프리

카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돌이 많은 지형은 

조상들에게 피신처와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몰아 잡을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점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동시에, 그것(=

돌이 많은 지형)은 험한 땅 위를 쉽게 재빨리 돌아다니고 오를 수 있

도록 똑바로 선 자세를 요구했을 것이다.

⇨ 피신처를 찾고 먹이를 붙잡는 데 있어서 이점을 제공한 고대의 지

형[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두 다리로 걸을 것을 요구했다.

문제풀이 험한 지형적 특성이 인류에게 피신처와 식량 사냥의 이점

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러한 지형은 동시에 인류로 하여금 직립 보행

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It is believed [that humans’ earliest 
ancestors used to live in trees and walk …].
「It is believed that …」은 ‘…라고 여겨지다’의 뜻이며, It은 

가주어, that이 이끄는 [ ]는 진주어이다. 「used to-v」는 ‘(과거

에) …하곤 했다’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현재는 그러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감각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해석 Helen Keller의 자서전을 읽은 것은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눈

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나는 보는 것과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

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어둠과 침묵 속에 사는 것은 분명 나

의 감각들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 줄 것이다. 또

한 그것은 일상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할 것이다.

문제풀이 Helen Keller처럼 눈과 귀가 멀면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

을 서술한 글로 마지막 두 문장에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를 말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 to wonder [how I might change 
if I were “blessed” … a brief  period].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 [ ]이 wonder의 목적어 역할을 하

고 있고, 이 간접의문문에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

상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

[3행] Living in darkness and silence would 

certainly fill me … .

Liv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구가 주어이며, would (certainly) 

fill이 동사다. would는 가정법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3 주머니칼을 기내용 수하물에 넣어둔 것

해석 한 무장 경관이 조사를 더 하기 위해 나를 공항의 보안 검색대

에서 창문이 없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실수일 

뿐입니다.” 나는 설명하려고 애썼다. 짐을 쌀 때, 나는 반쯤 잠들어 있

었던 게 틀림없다. 어떻게 내가 나의 기내용 수하물에 주머니칼을 넣

어 둘 정도로 부주의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가 기내용 수하물에 주머니칼을 넣어 

둘 정도로 부주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문분석 [3행] I must have been half  asleep … .
「must have p.p」는 ‘…했[이]었음이 틀림없다’의 의미로 과거

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4 아기를 만지기 전, 기침을 한 후, 외출 후, 돈이나 동물과 같은 것

들을 만지고 난 후

해석 의사들에 따르면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

로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상적으로, 사람들은 한 번에 

약 30초씩, 하루 8번 손을 씻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 특정한 때가 있다고 말한다. 아기를 만지기 전, 기

침을 한 후나 외출 후, 돈이나 동물과 같은 것들을 만지고 난 후와 같

이 말이다.

문제풀이 밑줄 친 certain times는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 때

인데, 마지막 문장에 손을 씻어야 하는 4가지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S(동명사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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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1행] … few people know how to do it 
properly.
few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한다. 「how to-v」는 ‘…하는 방법’의 의미이다.

[3행] Experts also indicate that there are certain 
times (when) people ought to wash their hands: 
before touching a baby and after coughing, going 
outdoors, or coming into … .
people 앞에는 certain tim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었다. 「ought to-v」는 ‘…해야 한다’의 의미

이며, touching은 전치사 before의 목적어, coughing, 

going, coming은 전치사 after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들 

이다.

5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돈을 써서 많은 돈을 빚진 것

해석 내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알았더라면 좋을 중요한 것

들이 있다. 내가 그것들을 알았더라면, 나는 결코 지금과 같이 많은 

돈을 빚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신중하

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쓴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나는 항상 무

언가를 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이것은 내가 바

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막을 시간을 준다. 그것은 내가 19살이었을 

때였다면, 정말로 유용했을 것이다.

문제풀이 필자는 현재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신중하

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썼던 과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문분석 [2행] Had I known them, I might never 
have found myself  owing as much money as I 
do.
‘If I had known them’에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된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다. do는 동사 owe를 대신하는 대

동사이다.

1 ④   2 ④   3 ②   4 ③   5 ⑤   6 ④

수 능 독 해 pp.102-105

1 ④

해석 jamais vu라는 용어는 프랑스어로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이전에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낯설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미 

아는 단어를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한다. 이제 

한 연구자가 뇌가 피로해질 때 jamais vu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

했다. 어떤 사람이 한 단어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면 그 사람의 뇌가 

피곤해지고 그 단어가 의미를 유지하기(→ 잃기) 시작한다. 한 실험에

서, 그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60초 동안 같은 단어를 30번 쓰도록 시

켰다. 그 후에 실험 대상자들 중 68퍼센트가 jamais vu를 경험했다

고 보고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뭔가 다른 단어의 철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고, 한편 다른 한 참가자는 자기가 맞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풀이 jamais vu는 이전에 경험해 본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현

상이라고 설명했고, 이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에서 같은 단어를 계

속 쓰면 그 단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 의미상 적절하므로 ④의 

maintain을 lose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1행] In psychology, it refers to a feeling 
[that something is unfamiliar even though it 
has been experienced many times before].
[ ]는 a feeling과 동격인 명사절이다. even though는 ‘비록 

…하지만’의 뜻으로 though보다 의미가 더 강조되는 <양보>의 

접속사이다.

[7행] In an experiment, he had subjects write 
the same word 30 times in 60 seconds.
사역동사 had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인 write가 쓰였다. 

[9행] One participant said she felt as if she had 
been spelling something else, while another 
reported that he couldn’t help doubting that he 
was writing the correct word.
「as  i f+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

는 상황을 가정하여 ‘마치 …했던 것처럼’이라는 뜻을 나타낸

다. 「cannot help v-ing」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cannot (help) but+동사원형」으로 바꿔쓸 수도 있다.

2 ④

해석 오세아니아에서 발견되는 나무에 서식하는 가장 큰 동물은 

tree-kangaroos(나무캥거루)인데, 야생에서 그것은 무게가 14킬

로그램까지 이를 수 있다. 그들의 비범한 크기와 더불어, 이 동물은 

인상적인 소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먹는 음

식과 그들의 위에서 발견된 내용물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다른 

동물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음식을 나무캥거루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록 다른 동물들도 그들이 먹는 음식의 일부에 있는 독성

을 해독하는 것을 돕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무캥거

루는 독소에 대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내성을 

갖고 있다. 야생에서 그들은 주로 열대우림의 나뭇잎을 먹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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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포획된 나무캥거루는 알, 곤충, 작은 새

와 다른 고기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문제풀이 나무캥거루는 야생에서 주로 열대우림의 나뭇잎을 먹이로 

삼으며, 포획되었을 때는 곤충을 먹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5행] … tree-kangaroos can consume 
food [that would likely kill other animals].

that 이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food를 수식하고 있으며, 조

동사 would는 가정법을 나타낸다.

[7행] …, tree-kangaroos have an unusual 
tolerance for toxins [that scientists do not fully 

understand].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 ]이 선행사 an unusual 

tolerance를 수식한다.

3 ②

해석 지루함은 한때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중요한 숙고의 순간을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힘든 일과 후에 직

장에서 집으로 가는 장거리 운전은 우리에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비행기 여행 전에 공항에서 경험하는 

집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

시켜 줄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순간들은 더 이상 생각을 

위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전자 기기들과 

오락거리로 채워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 게임과 문자 메시지 

수신 알림에 너무 정신이 팔려,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인간다움의 일부이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단지 생존이 아니다. 지루함은 우리가 내부 세계를 숙고할 수 있도록 

외부 세계를 벗어나게 해 준다.

문제풀이 현대의 전자 기기들과 오락거리들이 지루함의 여유를 빼앗

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인생에 있어 지루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② ‘지루함의 이점’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운전의 즐거움 ③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④ 자신의 내면 세계 탐험하기 ⑤ 정보 기술과 가정 생활

구문분석 [1행] B
S

oredom once a
V

fforded u
I.O

s essential 

moments o
D.O

f reflection that … .

여기서 afford는 ‘…에게 ~을 제공해 주다’라는 의미의 4형식동

사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9행] Boredom p
V

ermits u
O

s to exit t
O.C

he external 

world so that we can reflect on an internal one.
「permit+O+to-v」는 ‘…가 ~하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의미이

며, 「so that+S+can …」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4 ③

해석 엄마는 항상 매우 건강했지만, 최근에 그녀의 주치의에게 그녀

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들었다. 얼마 안 되어서, 그녀는 종양을 

제거했고, 이제 화학 요법을 시작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심각하게 아

픈 것처럼 대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밝고 유머러스하려고 노력해 왔

다. 불행하게도, 아빠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엄마가 밖에 나가게 되

면, 아빠는 엄마에게 수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의사가 그녀의 백

혈구 수치가 낮아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나는 아

빠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

는 아빠와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문제풀이 ③이 포함된 문장에서 take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받아

들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the situation을 목적어로 한다. ③의 

serious는 동사 take를 수식해야 하므로 부사 seriously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사역동사(have )+O+O .C 」 구문으로 목적어인 

tumor가 제거된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removed가 적

절하다.

② 「as if+가정법 과거」 구문에서 be동사는 주어와 관계없이 were

를 쓴다.

④ start는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므로 to think

와 thinking 모두 가능하다.

⑤ 「의문사+to-v」 구문으로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 동사 know의 목

적어로서 ‘무엇을 할지를’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구문분석 [7행] The doctors did say [that she needs 
to be careful due to a low white blood cell 
count], but I’m starting to think [that my father 
is only making things worse].
문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say 앞에 조동

사 did가 쓰였다. that이 이끄는 두 개의 [ ]는 각각 동사 say와 

think의 목적절이다.

5 ⑤

해석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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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대를 받고 있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

떨까?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 것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

반 대중을 교육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데 

주력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향상된 시스템이 그 결과

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정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학대와 방치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과거에, 아

동 학대 예방 전략은 지역 공동체와 사회 전체보다는 가정과 가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그것은 달라져야 한다. 학대 예방은 기존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넘어 아이들이 그들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 

세계의 분야들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풀이 아동 학대 예방이 가정과 가족을 넘어 지역과 사회로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What if all the adults in our 
community took a direct interest in ensuring 
[that every child in our community wasn’t 
being abused]?
「what if+S+동사의 과거형 ...」은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만

약 …라면 어떨까[어떻게 될까]?’의 의미를 나타낸다. [ ]는 

ensur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6행] It would protect our children from abuse 
and neglect not just [in their home environments] 
but [in every part of  their lives].

would는 가정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not just A but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의 의미이다. 

[10행] Abuse prevention should move beyond 
the existing child welfare system and into the 
sectors of  the everyday world [where children 

spend much of  their time].

[ ]는 the everyday world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6 ④

해석 당신은 이제 몇몇 슈퍼마켓에 있는 제품들에 그 상점명의 라벨

이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숙한 상표의 이름이 붙지 

않은 이런 제품들은 한국에서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런 제품들은 특별히 그 상점을 위해 제조되며 그 상점 자

체에 의해 유통된다. 그 결과, 그것들은 특정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만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광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슈퍼마켓들은 그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PB 제품들을 공급받는다. 이런 장점들이 합쳐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생기게 된

다. 그러나 이 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PB 제품에 대해 비판적

인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경쟁업체들이 값싼 PB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저가의 질이 나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한다. 그들

은 결국 이것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을 축소시킨다고 생

각한다.

문제풀이 PB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전반부에서 그 이점을 열

거하다가, 주어진 문장에서 <역접>의 접속사 Yet을 사용하여 PB 제

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PB 제품에 관한 부

정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인 ④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You may have noticed  [that 
products at some supermarkets are …].
「may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that은 

notic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3행] Such items [without the names of  familiar 

brands] are known in Korea as PB products — 

private brand.
[ ]는 without이 이끄는 전치사구로 주어인 Such items를 수

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이며, 동사는 are known이다.

REVIEW TESTUNIT 10 p.106

A

1 must have been

풀이 ‘…했[이]었음이 틀림없다’는 의미의 조동사 표현은 

「must have p.p」이다.

2 could[can/may/might] be

풀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는 can[could], may 

[might]가 있다.

3 would not have employed

풀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완

료이므로, 주절의 동사 형태는 「조동사의 과거형+have p.p」

가 와야 한다. 

4 couldn’t help wondering

풀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은 「cannot help v-ing」

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위해 could를 썼다.

5 may well be

풀이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의미의 조동사 표현은 「may  

well+동사원형」이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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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I should have studied more for the test

2 I had enough time, I could finish the homework

C

1 If I had listened to the doctor, I would have felt 
접속사 종속절 주절

 better.

2 Manchester United cannot have lost the game 
  S V O

 last night.
  부사구

UNIT 11
동사의 바른 해석 2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수동태의 기본 의미 구조

EXERCISE p.108

1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전화는 Alexander Graham Bell에 의해 발명되었다.

2 I was given this watch by my mother.
나는 어머니로부터 이 시계를 받았다.

3 David got hurt when he tried to break up the fight.
David는 그 싸움을 말리려다 다쳤다.

4 Horses can be seen on the streets of  New York.
말들은 뉴욕의 거리에서 목격될 수 있다.

5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y will lose money 
this year.
그 회사는 올해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된다.

6 There was a fire, but the picture didn’t get 
damaged.
화재가 있었지만, 그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다.

7 The tickets might already be sold out.
그 표는 이미 매진되었을 수도 있다.

8 When the Olympic Games began about 2,000 
years ago in Olympia, women were forbidden to 

set foot in the stadium.
올림픽 대회가 약 2,000년 전에 Olympia에서 시작되었을 때, 여성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어휘  invent 발명하다   break up 끝내다; *(싸움 등을) 말리다   damage 

피해[손상]를 입히다   sell out (표·물건 등을) 다 팔다   forbid 금지하다   

set foot in …에 발을 들여놓다, 방문하다

EXERCISE p.109

02 수동태 문장의 응용

1 An apartment complex is being built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2 All this money is being used to help thousands 
of  homeless people around the world.
이 모든 돈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노숙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3 The amount of  natural gas and electricity used 
has been reduced by 50 percent.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전기의 양이 50퍼센트 감소되었다.

4 Please wait while your gift is being wrapped.
당신의 선물이 포장되는 동안 기다려 주세요.

5 Since high school, they have been involved in 
many events.
고등학교 이래로, 그들은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왔다.

6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without 
permission.
개인 정보가 허가 없이 수집되었다.

7 The government has been concerned about the 
dangerous level of  air pollution in the city.
정부는 위험한 수준의 도시 대기 오염에 대해 걱정해 왔다.

어휘 vict im  피해자, 희생자   complex  복합 건물, (건물) 단지   

electricity 전기   reduce 줄이다   involve 수반하다; *연루시키다   

permission 허가, 허락   concern …을 우려하게 만들다

단 문 독 해 pp.110-111

1 (A) ⓐ, ⓑ, ⓓ  (B) ⓒ, ⓔ

해석 최근 새로운 종류의 자전거를 만드는 데 판지가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일반 자전거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 판지는 자전거를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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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화로 만들어 주는 특수한 유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타이어는 

재활용 고무로 만들어지고, 무거운 체인 대신 자동차 타이밍 벨트가 

사용된다. 심지어 브레이크 장치와 바퀴 및 페달 베어링도 재가공된 

재료로 만들어진다. 판지 자전거는 일반적인 금속 자전거보다 무게가 

65퍼센트 적게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풀이 (A) 새로운 종류의 자전거와 연관 있는 것은 ⓐ 특수한 유

기 물질, ⓑ 재활용 고무, ⓓ 재가공된 재료이고, (B) 일반 자전거와 

연관 있는 것은 ⓒ 무거운 체인과 ⓔ 금속이다.

구문분석 [1행] Recently, cardboard has been used 
to make a new kind of  bicycle. 
「have been p.p.」는 현재완료형의 수동태로 ‘~되었다, 당해왔

다’의 의미이다. 

[2행] The cardboard is composed of  special 
organic materials [that make the bike waterproof 

and fireproof].
[ ]는 special organic material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두 개의 

형용사 waterproof와 fireproof가 왔다.

2 evil spirits

해석 고대 로마에서는 재채기가 악령에게 몸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재채기는 또한 흑사병의 첫 번째 증상 중 하나였

다. 그래서 치명적인 흑사병의 발발이 로마를 엄습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악령의 탓으로 돌렸다. 그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황은 사람

들에게 기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응하여,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그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대에게 신의 축

복이 있기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에서 흑사병이 로마를 엄습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악령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구문분석 [1행] …, it was thought that sneezing 
provided evil spirits with an opportunity [to 
enter the body].   
’People thought that sneezing provided …’와 같이 

that절이 목적어로 쓰인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으

로, 주어가 되는 목적절이 길어서 뒤로 보내고 대신 it이 주어 자

리에 왔다.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의

미이다. [ ]는 an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구이다. 

V′ O′ O.C′

3 ②

해석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

다. 그들은 당신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외시켜 거짓된 인상을 만들어 낸다. 만약 당신의 동료 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그가 사진 대회에서 특별 ‘선외 가작’ 상을 받았다는 말을 했

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그가 훌륭한 사진작가라고 생각할지도 모

른다. 그러나 후에 당신은 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특

별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쪽 진실은 거짓말만

큼이나 나쁠 수 있다.

문제풀이 첫 문장 이후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꼭 포함되어

야 할 일부 내용을 누락시켜 거짓된 인상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적절한 말은 ② ‘사실(facts)’이다.

구문분석 [5행] But later you found out [that 
everyone {who entered the contest} was given 

the same special award].
접속사 that이 found 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 ]을 이끌

고 있다.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 }가 that절의 주어 

everyone을 수식하고 있으며, 동사 was given은 단수 취급

하는 everyone의 수에 일치시켰다.

4 ko-kou-ko-le, happiness in the mouth

해석 코카콜라라는 상표명이 중국어로 처음 번역되었을 때, ‘커코우

커라’라고 소리 나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 상표명의 음성학적 소리

와 가까웠다. 하지만 선택된 번역은 ‘밀랍 올챙이를 물다’ 또는 ‘밀랍

으로 채워진 암컷 말’을 의미했다. 많은 조사 후, 코카콜라는 더 나은 

대안인 ‘코코우코러’를 생각해 냈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국에서 여전

히 쓰이고 있다. 그 새로운 이름은 대략 ‘입 안의 행복’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풀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 현재 사용되는 코카콜라의 중국식 이

름은 ko-kou-ko-le이고, 그 의미는 “happiness in the mouth”

라고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3행] But the t
S

ranslation [that had been 

chosen] m
V

eant “bite the wax tadpole” or 
“female horse stuffed with wax.”
that 이하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인 [ ]가 주어인 선행사 the 

translation을 수식하고 있으며, 동사는 meant이다.

5 the amount of uninterrupted darkness the plant 

receives

해석 당신은 햇빛이 언제 꽃이 피는지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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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그것은 식물이 받는 지속적인 어둠

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긴 어둠 기간과 짧은 일광 기간 동안 꽃을 피

우는 식물은 단일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데이지 꽃과 양귀비는 반

대의 조건을 가지는 식물들의 예이다. 낮이 길고 밤이 짧을 때 꽃이 

피는 이러한 식물들은 장일 식물이라고 불린다.

문제풀이 the main factor는 꽃이 피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가리키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 꽃이 피는 시기)이 ‘식물

이 받는 지속적인 어둠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2행] …, it is determined by the amount 
of  uninterrupted darkness [(that[which]) the 
plant receives].
it은 앞 문장에서 언급된 when a flower blooms를 가리킨다. 

「be determined by …」는 수동태 표현으로 ‘…에 의해 결정

되다’의 의미이다. darkness와 the plant 사이에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어 있다.

1 ①   2 ⑤   3 ③   4 ①   5 ④   6 ⑤

수 능 독 해 pp.112-115

1 ①

해석 인도의 지폐는 5루피부터 1,000루피까지 여러 가지 액면가로 

발행된다. 그런데 이제는 사용 가능한 새로운 지폐, 즉 제로 루피 지

폐가 있다. 비록 그것이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이 지폐는 2007년에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

도에서는 뇌물 수수가 만연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은 

먼저 돈을 받지 않으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자주 거부한다. 그

리하여, 이 지폐들은 뇌물을 달라고 요구받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

도록 만들어졌다. 제로 루피 지폐에는 ‘모든 지위에서 부패를 척결하

라’와 같은 다양한 문구가 쓰여 있다. 그것의 목적은 뇌물을 받는 정부 

관리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행위와 

맞서 싸우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문제풀이 뇌물을 요구하는 인도의 정부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로 루피 지폐에 대해 서술한 글이

므로, 제목으로는 ① ‘뇌물 수수를 끝내도록 돕는 특수 지폐’가 적절

하다.

오답풀이 ② 노동자들에게 위조지폐를 지급하는 것 ③ 지폐는 과거

의 유물인가? ④ 부패한 관리들 벌금 납부를 강요당하다 ⑤ 인도가 

새로운 형태의 부패에 맞서 투쟁하다

구문분석 [3행] …, this bill was created in 2007 by 
a  nonpro f i t  o rgan iza t ion  to  h e l p  f i g h t 
corruption.
to help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이다. 여기에

서 help의 목적어는 people과 같은 일반인이므로 생략되었고 

help의 목적격보어로는 동사원형 fight가 왔다.

[9행] The goal is [to shame government officials 

{who accept bribes}] and [to let them know 
that there are groups {who are fighting this type 

of  dishonest behavior}].
두 개의 [ ]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

며, and로 병렬연결되었다. 두 개의 { }는 각각 government 

officials와 group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2 ⑤

해석 1993년에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부 연구원인 Robert Young

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들의 이름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생 나이의 피실험자들에게 행해진 몇 가

지 실험의 결과들은 지금보다 과거에 더 흔했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은 과거보다 지금 더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보다 덜 인기 있고 덜 

똑똑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마치 외모와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에 근거하여 그

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 아마도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놀라는 이유일 것이다. 예

를 들어, 우리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지닌 사람이 폭력적으로 행동할 

거라 예상하지 않는다.

문제풀이 ⑤ 주어인 we가 someone에게 기대하는 능동적 주체이

므로 be expected를 능동형 expect로 고쳐야 한다. 「expect+ 

O+to-v」는 ‘…가 ~하리라 기대[예상]하다’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In 1993이라는 명확한 과거 시점이 제시되었으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② that절의 주어가 긴 전치사구(with names … are now)의 수

식을 받는 people이므로 복수동사 were를 사용해 수동태 문장을 

썼다.

③ as though[if]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의 접속어구로 의

미상 적절하다.

④ 「this is why …」는 ‘이것이 바로 …하는 이유이다’라는 뜻으로 

의미상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The r
S

esults [of  several experiments 

{conducted among college-aged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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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V

emonstrated that people [with names {that

were more common in the past than they are 
(common) now}] were assumed to be less 

popular and intelligent than people [with 

names {that are more common now than they 

were (common) in the past}].
첫 번째 [ ]의 수식을 받는 The results가 주절의 주어이

고 동사는 demonstrated이다. that  이하의 명사절이 

demonstrated의 목적어이며 that절의 주어는 people, 동사

는 were assumed가 쓰였다.

3 ③

해석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날 때, 

그 대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 혁

명 동안 기계가 숙련된 방직공에 대한 수요를 없앤 이후, 노동자들은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전자 장치를 포함하여, 새로 발명된 물품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했다. 요즘, 사무직 근로자의 일은 새로운 기술에 의

해 사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확인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무

직 종사자의 범죄가 증가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직업들이 이미 그 

대신 생겨나고 있다. 이 직업들은 공감과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기계들이, 심지어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조차도 할 수 없

는 것이다. 비록 기계들이 점점 더 많은 직무 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들을 실업자 행렬로 보내는 대신에, 그것들은 

그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인간의 뇌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문제풀이 기계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신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이

라는 글로, 사무직 종사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인 ③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구문분석 [9행] These jobs require empathy and 
long-range planning, two things [that machines 

— even  those  equ ipped  wi th  a r t i f i c ia l 
intelligence — are incapable of]. 
two things는 앞의 empathy and long-range planning

을 가리킨다. that은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 ]는 two things를 수식하

고 있다.

[11행] The fact is [that {although machines are 
automating more and more office processes}, 

S′

V′

... for more important work].

that이 이끄는 [ ]는 문장의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그 명사절 안의 { }는 ‘비록 …이긴 하지만’이라는 <양보>를 나타

내는 접속사 although가 이끄는 부사절이다.  

4 ①

해석 눈을 깜박이는 것은 우리가 유해한 것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

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인간의 안구 대부분은 뼈

로 이루어진 구멍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그것의 일부인 전체 안구

의 대략 십 분의 일 가량은 우리의 눈이 떠져 있을 때 노출된다. 이것

이 신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기관 중 하나인 눈을 공기 중에 떠

다니는 여러 가지 이물질과 티끌에 취약하게 한다. 다행히, 우리 눈은 

효율적인 보호 수단인 깜박임을 갖추고 있다. 눈을 깜박이는 것은 우

리의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그것은 시야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안구의 

노출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공기 중의 

티끌로부터 노출된 표면을 보호하는 얇은 수분층을 노출된 표면에 입

힌다.

문제풀이 눈을 깜박이는 것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① ‘눈을 깜박이는 것의 목적’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눈 수술의 부작용 ③ 시력 향상의 방법 ④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 ⑤ 정기적인 눈 검사의 중요성

구문분석 [4행] T
S

his l
V

eaves the e
O

ye, [one of  the 

most sensitive and delicate organs in the body], 
v

O.C

ulnerable to a variety of  irritants and particles 

floating in the air.
the eye가 leaves의 목적어, vulnerable이 목적격보어인 5

형식 문장이며, [ ]는 the eye와 동격인 삽입어구이다.

[9행] …, it deposits a thin layer of  fluid on the 

exposed surface [that protects it …].
that이 이끄는 [ ]는 a thin layer of fluid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첫 번째 it은 blinking을 가리키고, 두 

번째 it은 the exposed surface를 가리킨다.

5 ④

해석 32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콘크리트에 착지한 고양이 

Sabrina는 겨우 이가 부러지고 폐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고속 카

메라가 몇 가지 세부적인 사실을 밝혀 주기는 했지만 엄청난 높이에

서 우아하게, 그리고 비교적 상처를 입지 않고 떨어지는 고양이의 능

력은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고양이는 떨어질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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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스스로 바로 선 자세가 되도록 자신의 몸을 비튼다. 그다음에 그것

은 네 다리 모두를 바깥쪽으로 뻗는다. 이러한 자세에서, 고양이의 몸

은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거의 낙하산처럼 기능한다. 이런 식으로 

공기의 저항을 증가시켜서, 고양이는 낙하하는 동안 속도를 늦춘다. 

이것은 성공적인 전략이다. 평균 시속 195킬로미터로 떨어지는 인간

에 비해서 고양이는 시속 96킬로미터 정도로 상당히 천천히 떨어진

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this position은 ③ 뒤의 고양이가 네 다리

를 모두 바깥쪽으로 뻗는 자세를 의미하며, ④ 뒤의 this way는 주

어진 문장의 고양이가 네 다리를 뻗어서 낙하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4행] The a
S

bility of  cats [to fall gracefully, 

and relatively unharmed, from great heights] is 
not f

V

ully understood by humans, … .

The ability of cats가 주어이고, [ ]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고양이의 능력이 사람들에 의해 ‘이

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다.

6 ⑤

해석 망고나무의 열매는 약 3,000년 동안 인도 사람들에 의해 높

이 평가되어 왔다. 이 과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중요

한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

을 안다. 인도 전역에서 망고는 행운, 다산, 사랑, 부를 포함하여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그것의 잎은 신혼부부가 많은 

아이를 갖도록 해 준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결혼식 동안 장식으로 쓰

인다. 게다가, 이 과일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로서 망고에 대한 

언급은 인도의 미술, 디자인, 시,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에서 망고가 행운, 다산, 사랑, 부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고 언급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한 의미가 실제로 표현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상징적 의미’가 가장 적절

하다.

오답풀이 ① 풍부한 영양소 ② 다양한 이름 ③ 맛있는 맛 ④ 경제

적 이익

구문분석 [5행] Its leaves are used for decoration 
during wedding ceremonies, as they are said to 
ensure [that new couples will have lots of  
children].
as는 ‘…때문에(= because)’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이다. [ ]

는 ensure의 목적어로 쓰인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다.

REVIEW TESTUNIT 11 p.116

A

1 depressed, was sent

해석 그는 우울증이 깊어져서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 보

내졌다.

풀이 depressing은 ‘우울하게 만드는’이라는 의미이고 

depressed는 ‘우울한’이라는 의미이다. 주어인 He가 정신

병원에 보내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was sent가 적절하다.

2 be found

해석 22종이 넘는 새가 그 섬에서 발견될 수 있다.

풀이 주어인 More than … birds는 발견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쓰여야 하는데, 조동사 can이 함께 쓰이므로 「can 

be+p.p」의 형태가 적절하다.

3 created

해석 해저 화산 활동이 독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나를 놀라

게 했다.

풀이 that절의 주어인 underwater volcanic activity가 

Dokdo를 만든 주체이므로 능동태 created가 적절하다.

4 asked

해석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내게 면접을 보러 그

의 사무실로 오라고 요청했다.

풀이 주어인 The manager가 요청을 하는 주체이고, 동사 

ask 뒤에 목적어(me)와 목적격보어(to come)가 있으므로 

능동태(asked)가 적절하다.

5 be selected

해석 나는 여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한국인 참가자로 뽑힐 

만큼 운이 좋았다.

풀이 주어인 I가 뽑히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be selected가 

적절하다.

B

1 will be taken to the airport

2 believed that red wine may prevent heart attacks

C

1 The campsite that we are looking for is located 
 S V

 in a rural area.
 부사적 수식어구

2 He was brought up by his widowed mother.
 S V 부사적 수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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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동사의 바른 해석 3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진행형

EXERCISE p.118

1 are, looking
2 did[could] not hear, was sleeping
3 have been waiting
4 was searching
5 had been daydreaming
6 will be doing
7 will have been working

어휘 thunder 천둥(소리)   route 길   discover 발견하다   by 

mistake 실수로   search (for) (…을) 찾다   daydream 공상; *공상에 

빠지다

EXERCISE p.119

02 완료형

1 have learned 또는 have been learning
2 have had
3 have not slept 또는 have not been sleeping
4 advanced
5 had never seen
6 has had
7 have never had

어휘 move 움직이다; *이사하다   science 과학; *학문[-학]   a great 

deal 상당히   advance 진보하다   form 형태

단 문 독 해 pp.120-121

1 ③

해석 연구자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Salmonella 균을 가능성 있는 

암 치료제로서 실험해 오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이 환자의 신체 속에 

주사되었을 때 암세포를 파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Salmonella 균이 세포를 죽이는 특정한 효소를 사용하여 세포의 공

정을 조작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신체가 

이 효소를 다량 생산하도록 단백질을 사용하여 세포를 죽게 한다. 그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암세포에 집중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 그것

들을 죽일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문제풀이 ①, ② 모두 Salmonella 균을 지칭하는 반면, ③은 암세

포를 의미한다.

구문분석 [1행] Researchers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Salmonella bacteria, [which cause food 
poisoning], as a possible cure for cancer.
동사의 시제는 현재완료진행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실

험해 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가 이끄는 삽입절 [ ]이 Salmonella bacteria를 보충 설명한

다.

[3행] The researchers have found that Salmonella 
bacteria contain a protein [that manipulates the 
process of  cells], … .
[ ]는 선행사 a protei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2 ①

해석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한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의 10대 소년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욱 걱정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근

육질 남성들의 대중매체 이미지에 과잉노출되면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10대 소녀들이 겪어 온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의 

10대 소년들은 그들이 대중문화에 의해 조장된 이상화된 이미지와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문제풀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10대 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anxious(불안한, 

걱정하는)’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Being) Overexposed to media 
images … .
Overexposed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5행] … the same as the idealized images [promoted

by …].
「the same as …」는 ‘…과 같은’의 의미이며, [ ]는 the 

idealized imag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3 Tradition

해석 양말을 걸어 놓는 것: 크리스마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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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은 벽난로 가까이에 양말을 걸어 놓는다. 

이 전통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 한번은 그가 

선물을 전해 주려고 굴뚝을 기어 내려가다가 금화 몇 개를 떨어뜨렸

다. 그 동전들은 재 안에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마르도록 외

벽에 걸려 있었던 양말 속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이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말을 걸어 놓는 이유이다.

문제풀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 놓는 ‘전통’이 유

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글이다.

구문분석 [4행] The coins would have fallen into 
the ashes, but instead they landed in a stocking 
that had been hung to dry on the mantle.
「would have p.p」는 ‘…했을 텐데’라는 의미로 과거 사실을 반

대로 가정하는 표현이며, 양말은 동전이 떨어지기 전부터 걸려 

있었으므로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가 쓰였다.

4 쌀 10톨

해석 Freerice.com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돕고 있는 웹사이트이다. 그 사이트의 방문자들은 영어 어휘의 의미

를 묻는 퀴즈를 풀게 되고, 그들이 맞히는 각 문제마다 UN의 자선 단

체가 10톨의 쌀을 받는다. 지금까지 10억 톨이 넘는 쌀이 기부되었

다. 이 간단한 발상을 통해, Freerice.com은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 

5만 명을 하루 동안 먹이는 데 충분한 쌀을 제공해 왔다.

문제풀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영어 어휘 

문제를 맞힐 때마다, 10톨의 쌀이 UN의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고 언

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Freerice.com is a website [that is 

helping feed the hungry].
that은 a websit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the 

hungry는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the+형용사」는 ‘…

한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의 의미를 나타낸다.

[3행] So far, over a billion grains have been 
donated.
have been donated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수동형이다.

5 (A) that (B) eating

해석 과식은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인 주요 이유들 중 하

나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거의 인식

하지 못한다. 이 문제의 일부는 수년간 음식점들이 한 접시에 제공하

는 음식의 1인분 분량을 특대로 키워 왔다는 것이다. 연구는 햄버거

가 지난 30년간 100퍼센트 이상 커졌으며, 파스타의 1인분은 거의 

500퍼센트가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1인

분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문제풀이 (A)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

사 that이 적절하다. 뒤에 「주어+동사+목적어」로 구성된 완전한 문장

이 왔으므로 관계대명사 what은 올 수 없다.

(B) ‘…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의 「become used to+v-ing」 구문에

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eating이 와야 한다. 「used 

to+동사원형」은 ‘…하곤 했다’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1행] Overeating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so many people are overweight 
these days], but few people even realize … .
why는 the main reason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다. 

few는 ‘거의 …않는’이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부

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1 ③   2 ⑤   3 ③   4 ③   5 ④   6 ②

수 능 독 해 pp.122-125

1 ③

해석 어느 날 밤, 나는 내 작은 바닷가 호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

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피곤해 보이는 한 노인을 보았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밖에서 온종일 고기를 

잡았습니다.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

고 하고 직원이 방을 준비하는 동안 앉으라고 했다. 그는 기다리면서, 

자신이 퇴직한 외판원인데, 그의 딸의 남편이 병에 걸렸다고 설명했

다. 사위는 어부였고, 그의 가족은 음식과 돈을 그에게 의지했다. 그

래서 그 노인분은 매일 사위의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고기를 잡았다. 그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해 불평하

는 대신에, 그는 방에 대해 그저 내게 예의를 갖춰 고마움을 표시했

다. 내가 그 노인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중요성을 떠올린다. 

문제풀이 ③은 his daughter’s husband를 가리키는 반면, 나머

지는 the old man을 가리킨다. 

구문분석 [6행] So the old man had started taking 
his son-in-law’s boat out every day, fishing until 
the sun went down.
노인이 배를 끌고 나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노인이 호텔에 와서 

나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과거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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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가 쓰였다. fishing 이하는 <부

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9행] Every time I think of  that old man, I’m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gratitude.

Every time은 ‘…할 때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be reminded of ...」는 「remind A of B」의 수동태 표현으

로 ‘…를 떠올리다’의 의미이다.  

2 ⑤

해석 많은 미국인들이 위험한 스포츠에 매료되어, 그런 스포츠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와 같

은 활동으로 인한 부상은 매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한다. 이전 세대들에서

는 전염병, 주식시장의 붕괴, 대규모의 전쟁과 같은 재앙이 생존 그 

자체가 보통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은 오늘

날의 세계 대부분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대부분의 위험이 우리의 일

상생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찾아야 한다고 느낀다.

문제풀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위험한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⑤ ‘극한 스포

츠: 사람들은 왜 위험을 즐기는가’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사람들이 위험한 스포츠를 싫어하는 이유 ② 일상생

활 속의 위험 식별하기 ③ 미국인들이 스포츠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  

④ 충격적인 재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구문분석 [1행] … the number [of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m}] is climbing.

「the number of+복수명사」는 ‘…의 수’라는 의미로 단수 취급

하며 is climbing이 동사이다. {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선행

사 people을 수식한다.

[2행] I
S

njuries [from activities such as skate- 

boarding and snowboarding] c
V

ontinue to rise 
by large margins every year.

주어는 Injuries이며 [ ]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는 전

치사구이다. 여기서 by는 ‘…만큼, …의 차이로’라는 의미로 <정

도·비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3 ③

해석 Thomas Edison은 전구, 축음기, 영사기를 포함한 많은 중

S

V

요 장치의 발명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또한 전기의자를 발

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1887

년, 뉴욕의 입법자들은 교수형보다 더 인도적인 사형 집행 방법을 찾

고 있었다. 한 입법자는 죄수들을 비교적 고통 없이 빨리 죽이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냈고, 그는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을 설계

하기 위해 Edison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Edison은 마

침내 전기의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 전에 다양한 전압의 전기를 

테스트하고 수많은 개와 고양이, 가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여러 

장치들을 가지고 실험했다.

문제풀이 (A) 뒤에 목적어 the electric chair가 나오므로 전치

사 in의 목적어로 쓰이는 동시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명사 

inventing이 적절하다.

(B) 형용사 painless와 quick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비교적’이라는 

의미의 부사 relatively가 적절하다.

(C) 실험을 한 것이 과거 시점이고 before 이하는 그 이후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단순 과거시제 succeeded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4행] … lawmakers in New York were 
searching for a method of  execution [that was 

more humane than hanging].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선행사 a method of 

execution을 수식한다.

[5행] One legislator had come up with the idea 
of  using electricity to kill prisoners in a 
relatively painless and quick way, and he wrote 
to Edison to ask for help … .
입법자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은 Edison에게 편지를 쓴 과

거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가 쓰였다.

4 ③

해석 영국의 연구자들은 문어가 촉수로 병뚜껑을 돌려서 열 수 있는

지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했다. (B) 지능과 기억력이 시험되었던 문

어는 Roger라는 이름이었는데, 연구자들은 그를 위해 거대한 유리

로 된 수조를 만들었다. 실험에서, 안에 게가 들어 있는 병이 수조 안

으로 내려졌다. (C) 첫 번째 시도에서 Roger는 20분간 병을 가지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 뚜껑을 돌려서 여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그 

실험은 그 후 3일 동안 반복되었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문어는 그 

기술을 습득하여 1분도 채 되지 않아 병을 열 수 있게 되었다. (A) 그

러나 그 실험이 며칠 뒤에 다시 실시되었을 때, Roger는 그가 학습

했던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분명히, 문어는 형편없는 단기 기억력

을 가지고 있다.

문제풀이 문어가 촉수로 병뚜껑을 돌려서 열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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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실험을 했다는 주어진 문장에 이어, (B) 실험을 위해 Roger

라는 문어와 거대한 유리 수조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C) 며칠간

의 훈련을 통해 Roger가 신속하게 병을 여는 법을 습득했지만, (A) 

Roger가 며칠 후에 다시 그것을 시도했을 때 실패한 것으로 보아 문

어는 형편없는 단기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가 적

절하다.

구문분석 [1행] Researchers in the U.K. have 
carried out an experiment to discover [whether 
an octopus can unscrew the lid of  a jar with its 
tentacles].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동사 discover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

[6행] The octopus [whose intelligence and 

memory were tested] was n
V

amed Roger, … .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주어인 

The octopus를 수식하고 있으며, was named가 동사이다.

5 ④

해석 오후 4시 30분이었고, Maria는 그녀의 런던 사무실에서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운전하는 중이었다. 12월의 태양은 이

미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길

에 늘어서 있는 잎이 없는 나무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

았고, 길가를 따라 높이 쌓여 있는 더러운 눈더미에서 얼음 결정들이 

그녀의 차 앞 유리로 불어오고 있었다. 추운 차 안은 지독하게 고요했

다. 그녀는 라디오를 듣고 싶었지만, 그것은 지난주에 그녀가 안 좋은 

동네 골목에 차를 주차했었을 때 도난당했다. 천천히 집으로 차를 몰

고 가는 다른 모든 통근자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전혀 없었다.

문제풀이 흐린 겨울날 해 질 무렵, 퇴근길의 자동차 안은 춥고 적막

하며 라디오도 도둑 맞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Maria가 

지루하고(bored) 우울한(depressed)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불안하고 무서운 ② 안도하고 느긋한 ③ 낯설고 혼란

스러운 ⑤ 흥미를 느끼고 즐거운

구문분석 [3행] The l
S

eafless trees [lining the road] 

w
V

ere almost invisible in the thick fog, … .

현재분사구 lining the road가 주어인 The leafless trees를 

수식하고 있고, 동사는 were이다.

[6행] She wanted to listen to the radio, but it 
had been stolen just last week when she had 
parked in an alleyway in a bad neighborhood.

S

but 이하는 라디오를 듣고 싶었던 과거(wanted) 시점보다 일

주일 이전의 일이므로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가 쓰

였다.

[8행] There was nothing [to do but stare at the 
blank faces of  all the other commuters …].
[ ]는 nothing을 꾸며 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여기서 but은 ‘…을 제외하고는(= except)’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

6 ②

해석 Elvis Presley의 사망 30주기 추모식에 수천 명의 팬들이 경

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예전 집인 Graceland로 모여들었다. 그렇지

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은 그의 추모식이 아

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팬

들은 그들의 영웅이 1977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공식 보고서

를 믿는 것을 계속 거부해 왔다. 의혹은 Presley의 부검 보고서가 불

가사의하게 사라졌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콘서트 도중

에 종종 했던 말이 있었다. “제가 지금은 멋져 보이지 않네요. 그렇지

만 관 안에서는 그럴 거예요.”라는 말이다. 그는 팬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가 자신의 죽음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계

획하고 있었다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Presley가 명성

을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믿고 있고, 반

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배들로부터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 Elvis Presley의 죽음을 둘러싼 어떤 불가사의들은 그가 아직 살

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문제풀이 Elvis Presley의 팬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

며, 그가 여전히 살아 있을(alive) 거라는 희망(hope)을 가지고 있다

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4행] These fans have always refused to 
believe the official reports [saying (that) their 

hero died of  heart failure in 1977].
refus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로 ‘…하기를 거부하

다’라는 의미이다. saying 이하는 the official reports를 수식

하는 현재분사구이다.

[9행] Some believe Presley found a way [to 

escape fame and return to normal life], … .
[ ]는 명사 a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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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UNIT 12 p.126

A

1 was → has been 또는 had been

해석 James는 사업차 몇 번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었)

다.

풀이 ‘(말하는 시점까지) 해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

내므로 현재완료 또는 과거완료를 쓴다.

2 be → have been

해석 내가 고국에 돌아갈 때쯤이면 4년 넘게 집을 떠나 있었

던 것이 될 것이다.

풀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완료>될 상황을 나타내므로 미

래완료시제를 쓴다.

3 have had → had

해석 어젯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두 명과 저녁을 

먹었다.

풀이 Last night이 구체적인 과거 시점을 나타내므로 단순

과거시제를 쓴다.

4 am waiting → have been waiting 또는 have 

waited

해석 나는 공연이 시작하기를 지금까지 한 시간을 기다려오

고 있다.

풀이 so far는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를 나타내므로 현재

완료진행 또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를 쓴다.

5 are → have been

해석 미국이 독립국가가 된 이래로 40명 이상의 대통령이 

있어 왔다.

풀이 미국이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므로 <계속> 

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를 쓴다.

B

1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especially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ever learned one

2 Most students in this school will have been 

learning English for eight years

C

1 My understanding of Korea has changed  
 S V

 quite a lot since I arrived here.
 부사적 수식어구 부사절

2 John hadn’t even finished high school when he 
 S V O 부사절

joined the army. 

UNIT 13
접속사의 이해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EXERCISE p.128

1 That she doesn’t understand English is obvious 
to everyone. <주어>

그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2 He complained to his friend that he worked late 
last night. <목적어>

그는 친구에게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다고 불평했다.

3 The claim that the Earth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s completely false. <동격>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4 He owed it entirely to his own hard work that he 
was able to overcome his difficulties. <it이 가목적어, 

that 이하가 진목적어>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 덕분

이었다.

5 No one seems to know if  the merchant is truly 
reliable or not. <목적어>

그 상인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6 Whether information is correct or not is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in the Internet world. <주어>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가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이다.

7 It is apparent that English is the principal language 
of  the business community throughout the 
world. <It이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

영어가 전 세계에 걸쳐 경제계의 주요 언어라는 것은 명백하다.

어휘 obvious 명백한   complain 불평하다   claim 주장   universe 

우주   completely 완전히   owe A to B A는 B 덕분이다, A를 B에게 

빚지다    entirely 전적으로   overcome 극복하다   merchant 상인   

reliable 신뢰할 만한   apparent 분명한   principal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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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129

02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1 ① / 그가 떠난 이후로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2 ② / 나는 내가 살아 있는 한 Smith 씨를 잊지 않을 것이다.

3 ③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 제품을 광

고하고 있다.

4 ② /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다.

5 ③ / 직사각형은 네 개의 변을 가지고, 반면에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가진다.

6 ③ / 그녀는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7 ① / 그는 자신의 한평생 그녀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Jane의 갑

작스러운 죽음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휘 advertise 광고하다   product 제품   rectangle 직사각형   

triangle 삼각형   entire 전체의

단 문 독 해 pp.130-131

1 insensitive, life expectancy

해석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이 질환

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뜨거움과 차가움 같은 기본적인 감각은 느

낄 수 있지만, 뜨거운 음료가 입을 데게 하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

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부상

이 자주 있다. 예를 들어, 고통에 무감각한 아이들은 어떤 것이 그들

을 상처 입힐 정도로 뜨거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화

상을 입을 수 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부

상의 누적은 사람의 기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감지되지 않는 부상을 빈번하게 당하는

데, 이는 그들의 기대 수명을 더 짧게 만들 수 있다.

문제풀이 선천적으로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몸에 부상을 입더라

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며,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

대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Although individuals [suffering 

from this condition] can feel basic sensations 
such as hot and cold, they cannot tell [if a hot 
drink is burning their mouth or not].
첫 번째 [ ]는 individual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두 번째 

[ ]는 tell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if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흔히 if절의 끝에 or not을 덧붙인다.

[3행] Because of  this, they often have injuries 

[that go undetected for long periods].
[ ]는 injur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주격 관계대

명사의 보어로 과거분사 undetected가 쓰여 ‘감지되지 않은 

채 지나가다’라는 뜻이 된다.

2 grow thorns and needles, certain chemicals that 

are toxic

해석 많은 동물들은 식물의 잎을 먹는다. 그렇지만 식물에게 있어 이

것은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

들어 내기 위해 잎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들이 자신의 잎

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식물들은 가시와 바늘을 자라게 하거나 

그들의 잎에 동물들에게 유독한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있기도 하다. 

만약 동물들이 이런 식물들의 잎을 먹으면, 그들은 병에 걸리게 될 것

이다.

⇨ 자신들의 잎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들은 가시와 바늘을 자라게 하

거나 동물들에게 유독한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 낸다.

문제풀이 세 번째 문장의 to discourage animals from feeding 

on their leaves 이후에 식물이 가시와 바늘을 자라게 하거나 잎에 

동물들에게 유독한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문분석 [1행] For the plants, however, this is not 
a good thing, since they use their leaves to 
create the energy (that) they need to survive.
this는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

타내는 접속사 since가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the energy 뒤

에 이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5행] If the animals feed on the leaves of  these 
plants, they will get sick.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 

한다.

3 수천 년 전 그들이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협을 통해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

해석 최초의 유럽인이 북아메리카에 발을 딛기 오래전에 그 대륙에

는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

다. 그들은 모두 두드러지게 아시아인들과 같은 얼굴 구조를 갖고 있

다. 이는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협을 건너서 아

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의 This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얼굴 구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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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인들의 얼굴 구조와 같은 것’을 뜻하며, that 이하에서 이것이 시

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다.

구문분석 [1행] Long before the first Europeans set 
foot in North America, the continent was … .
Long before는 ‘…하기 오래 전에’라는 뜻으로 <시간>의 부사

절을 이끌고 있다.

[3행] This indicates that, thousands of  years 
ago, they may have migrated to North America … .
접속사 that이 동사 indicate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끌

고 있다. 「may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뜻으로 과

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4 dry fruits, fleshy fruits

해석 우리는 ‘과실’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맛 좋은 사과나 복숭아처

럼 달콤하고 과즙이 많은 어떤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완두, 콩, 땅콩 

또한 과실이다. 그것들은 단지 ‘건과류’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

육과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통이다. 한 인간 가정

에 외과 의사와 선원이 둘 다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과실에도 다육과와 

건과라는 매우 다른 두 종류가 있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에서 한 가정에 외과 의사와 선원이 모두 있을 

수 있듯이 과실에도 다육과(fleshy fruits)와 건과(dry fruits)라는 

매우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비유를 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As soon as we hear the word 
“fruit,” we think of  something [sweet and juicy], 

like a tasty apple or peach.
「as soon as …」는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시간>의 부사절

을 이끄는 접속어구이다. something과 같이 -thing으로 끝나

는 명사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뒤에서 꾸며준다.

[4행] Just like one human family may include 
both a surgeon and a sailor, ... .
‘…처럼, …듯이’라는 뜻의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사 like가 부

사절을 이끌고 있다. 「both A and B」는 상관접속어구로 ‘A와 

B 둘 다’의 의미이다.

5 right to privacy

해석 인간은 항상 동물에게 매료되어 왔다. 그들이 귀엽든 위험하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생 동물 다큐

멘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은 전에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촬영하는 방법을 항

상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사생

활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은가? 나는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내버려 

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필자는 야생 동물 촬영을 멈춤으로써 사람들이 동물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풀이 야생 동물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한 후, 마지막 두 문장에서 동물들도 인간처럼 사생활

에 대한 권리(right to privacy)가 있다고 말하면서 야생 동물에 대

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분석 [3행] And the filmmakers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film animals doing things 

{that have never been seen before}].
[ ]는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고, { }는 

thing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행] I think it’s time we left these animals 
alone.
「it is time+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해야 할 때이다’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

1 ③   2 ④   3 ①   4 ④   5 ④   6 ⑤

수 능 독 해 pp.132-135

1 ③

해석 멕시코 화가인 Frida Kahlo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로 유명

한 벽화가인 Diego Rivera의 아내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녀의 사망 

이후 Kahlo의 영향력과 인기가 커져왔고, 오늘날 그녀는 그녀 자체

로 상당히 유명하다. 그녀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많은 독특한 자

화상들을 그렸고, 이것들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 실

제로 1990년에 Kahlo는 경매에서 백만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그림

이 팔린 최초의 멕시코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

은 자아 탐구에 초점을 두지만, Kahlo의 많은 그림들은 또한 멕시코

의 정치적, 사회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1985년에 멕시

코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 등재했다.

문제풀이 1990년에 Kahlo는 자신의 그림을 백만 달러 이상의 경

매가로 판 멕시코 최초의 화가가 되었다고 했으나, 세계 최초라는 언

급은 없다.

구문분석 [2행] But ever since her death, Kahlo’s 
influence and popularity have increased, … .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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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

제와 함께 쓰인다.

[5행] …, Kahlo became the first Mexican artist 

[to have a painting sell for more than $1 million 

at an auction].
to have 이하의 to부정사구가 주격보어인 the first Mexican 

artist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사역동사 

hav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sell이 쓰였다.

2 ④

해석 피부를 덮고 있는 피지라고 불리는 천연 기름층이 있는데, (그 

기름층은) 피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 그것(=피부)을 보호

한다. 당신이 비를 맞거나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저녁 식사 전에 손

을 씻을 때, 피지는 당신의 피부가 흠뻑 젖는 것을 막아 준다. 그렇지

만 당신이 온종일 수영장에서 놀 때처럼 물속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있

을 때는 어떨까? 사실 당신의 피부에는 언제든 제한된 양의 피지가 있

으며 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다 씻어내 버릴 수 있

다. 일단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물은 자유로이 당신의 피부에 침투한

다. 그것이 바로 수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의 손가락

과 발가락을 쭈글쭈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이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it은 sebum을 가리키며 피지가 없어지면 

물이 피부에 들어온다는 내용이므로, 피지가 없어지는 상황을 설명하

는 문장과 물이 피부에 들어오는 결과로 손발이 쭈글쭈글해진다는 내

용을 말하는 문장 사이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When you get caught in the rain, 
take a quick shower, or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the sebum prevents your skin from 
getting soaked.
등위접속사 or에 의해 부사절의 동사 get, take, wash가 병렬

연결되어있다. 「prevent+O+from+v-ing」는 ‘…가 ~하지 못하

도록 막다’라는 뜻이다.

[5행] But what about the times [when you’re in 

water for longer periods], ...?
when이 이끄는 [ ]는 선행사 the time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절이다.

3 ①

해석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감에 따

라 그들은 곧 멸종된 종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게 될지

도 모른다. 실제로 이 기술에 대해 복원이라는 명칭이 있다. 가장 많

V S.C

V′(사역동사) O′ O.C′

이 이야기되는 복원 프로젝트 중 하나는 수천 년 전에 멸종된 몸집이 

크고 털이 많은 코끼리 동족인 매머드를 복원할 가능성이다. 그 과정

은 냉동 매머드에서 나온 DNA를 아시아 코끼리에게 주입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것이 실제 매머드를 만들어 내지는 않겠지만, 그것

은 길고, 두꺼운 털과 낮은 기온을 견뎌 낼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몇 

가지 분명한 매머드 특성들을 지닌 잡종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한 

특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아시아 코끼리가 그 서식지를 더 추운 지역

으로 확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원은 실제로 아직 멸종되

지 않은 종들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문제풀이 이미 멸종된 동물의 DNA를 이용하여 멸종 위기에 놓인 동

물들의 생존을 도울 수 있다는 복원 기술에 대한 글이므로, 빈칸에는  

① ‘아직 멸종되지 않은 종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왜 어떤 종이 생존을 더 잘하는지 설명하는 것 ③ 아시

아 코끼리의 행동에 대해 더 배우는 것 ④ 사람들이 추위에 노출될 때 

죽지 않게 하는 것 ⑤ 개체 수 과잉을 통제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구문분석 [3행]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de-

extinction projects] is the possibility [of  bringing

back the mammoth, a large, hairy relative of  the 

elephant {that died out thousands of  years 

ago}].
두 번째 [ ]는 the possibility와 동격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다. 

{ }는 a large, hairy relative of the elepha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9행] Such traits would allow the endangered 
Asian elephant to expand its habitat to colder 
regions.

would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였다. 「allow+O+to-v」

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4 ④

해석 쏟아지는 비 속에서 나는 건물의 윤곽을 겨우 분간할 수 있었

다. 나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진흙 길로 차를 돌렸다.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것이 버려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차를 세우고 거의 떨어지고 있는 낡은 나무 문을 향해 최대한 

빠르게 달려갔다. 그때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더 큰 소리

를 내기 시작했고, 내가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지평

선에서 어두운 토네이도처럼 보이는 것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것을 목

격했다. 안에서, 폭풍우의 소리는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면서 그것이 나를 들어 올려 날려버리지 않기

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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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pouring rain, hailstones, a dark tornado 등 필자

가 처한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들과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

다리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필자가 두렵고 

속수무책인(frightened and helpless)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지루하고 우울한 ② 안도하고 공감하는 ③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⑤ 신이 나고 희망에 찬

구문분석 [3행] I stopped the car next to it and ran 
as fast as I could … .
「as+형용사[부사]+as+주어+can」은 ‘가능한 한 …한[하게]’라

는 의미로 「as+형용사[부사]+as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다.

[8행] All [(that) I could do] was (to) wait and (to) 

pray that it didn’t pick me up and carry me 
away.
주어의 핵은 All이며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 ]의 수식을 받는다.  

wait와 pray는 동사 was의 주격보어이며, what이나 all, the 

only thing 등이 유도하는 명사절이 일반동사 do와 함께 주어

로 사용될 때, be동사의 보어로 to부정사와 동사원형을 모두 쓸 

수 있다. pick up과 carry away는 「동사+부사」 형태의 2어동

사로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한다.

5 ④

해석 Sam은 홀로 해변을 걷고 있다가 조수 웅덩이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웅덩이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Sam은 돌고래가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

을 곧 알아차렸다. 그것은 갇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바다로 되돌아 

가도록 도울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더 오래 

머뭇거린다면, 조수 웅덩이는 다 말라 버릴 것이고 돌고래는 죽게 될 

것이다. 비록 돌고래는 작았지만, Sam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자

기가 들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크고 날카로운 돌

멩이를 찾았다. 그것을 삽으로 사용하여 그는 웅덩이에서부터 바다에 

이르는 길고, 얕은 구멍을 팠다.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마자 돌고래는 

출구를 발견하고 탈출했다.

문제풀이 ④의 it은 돌고래를 구하는 데 사용한 돌멩이를 의미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돌고래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1행] To his surprise, 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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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ming around in the pool.

「to one’s+감정명사」는 ‘…가 ~하게도’라고 해석된다. 지각동사 

saw의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 swimming이 쓰인 5형식 문장

이다.

[6행] …, Sam knew it was too heavy for him to 
lift.
「too … to-v」는 ‘너무 …하여 ~할 수 없다’는 뜻이다. for him

은 to lift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6 ⑤

해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팀에 가입하는 것

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렇지

만,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운동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구력과 체력을 얻기 위해 

몇 달간의 훈련을 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세 시간

씩 힘든 연습이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은 쉬지만, 저는 신체가 활동적

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시간 정도는 역기를 드는 데 쓰시기를 권합

니다. 경주는 토요일마다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자주 경기 장소에 가

기 위해 전날 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가 보통 토요일 밤늦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

이 운동에 대한 전념보다 주말의 사교 생활에 더 가치를 둔다면, 이 팀

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글의 앞부분에서 사람들이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팀 가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가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므로 팀 가입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알

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It’s great to see so many people 

interested in joining the cross-country running 

team.

It은 가주어이며, to see 이하의 to부정사구가 진주어이다. 지

각동사 see의 목적어는 so many people이며, interested

가 목적격보어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이다.

[5행] … I’m going to recommend that you 
(should) spend an hour or so lifting weights so 
that your body remains active.
recommend와 같이 <추천·권유·조언·명령·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의 that절에서 동사는 「(should)+동사원형」

의 형태로 쓰인다. 「spend+시간+v-ing」는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의 의미이며, 「... so that ~」은 ‘~하도록 …하다’의 의미

이다.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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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UNIT 13 p.136

A

1 will come

해석 나는 그녀가 내일 모임에 올지 오지 않을지를 알고 싶다.

풀이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if 이하는 know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내일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므로 

미래시제를 쓴다. 단,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

래시제를 대신한다.

2 Whether

해석 비가 오건 말건 상관없다.

풀이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절이 주어로 

올 경우, if는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여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을 이끌 수 없다.

3 that

해석 그가 곧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없다.

풀이 접속사 that이 hope의 동격절을 이끌고 있다.

4 gets

해석 John은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풀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 

한다.

B

1 will get worse and worse unless we take action

2 obvious that the student does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is saying

C

1 Whether the story is true or not, he shouldn’t 
 부사절 S V

 have told it to other people.
 O 부사구

2 They find various ways to amuse themselves 
 S  V O

 each time they get bored.
 부사절

UNIT 14
복잡하고 긴 문장의 이해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1 도치구문·강조구문

EXERCISE p.138

1 나에게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다.

2 내 사무실 근처에는 나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두 곳의 인기 있는 

음식점이 있다.

3 그 그림이 진품이라면, 그것은 수천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4 David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바로 내가 침실에 앉아 울고 있을 

때였다.

5 그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모두의 점심값을 지불했다.

6 콜롬비아는 현재 커피 수출로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벌

고 있다.

7 나의 상사는 업무 중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좀처럼 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8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

9 네가 아픈 줄 알았다면 내가 널 찾아갔을 텐데.

어휘 spirit 정신   tolerance 관용   genuine 진짜의, 진품의   worth 

…의 가치가 있는   in  tears  눈물을 흘리며, 울며   export  수출   

seldom 좀처럼 … 않는   apology 사과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2 병렬구문

EXERCISE p.139

1 either, or
2 as well as
3 both, and
4 and
5 not, but
6 neither, nor
7 Not only, but

어휘 applicant 지원자   ample 풍부한   matter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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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3 비교구문

EXERCISE p.140

1 사실상, 이 나라에서 의회는 장신구에 불과하다.

2 겨우 세 명만이 그 일에 지원했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3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4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

습니다.

5 그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6 David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무려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다.

7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되는 종이의 양도 더 늘어난다.

8 그는 사업가라기보다는 학자이다.

9 그는 도착하자마자 아팠다.

어휘 parliament 의회, 국회   keep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invest 투자하다   fortune 부, 재산   stock market 주식시장   crash 

충돌하다; *폭락[붕괴]하다   standard of living 생활수준   scholar  

학자

01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구·동명사구04 부정구문

EXERCISE p.141

1 far from
2 never, without
3 too, to
4 the last
5 Not until
6 cannot, too
7 long before

어휘 sufficient 충분한   remind 상기시키다   pay attention to  

…에 주목하다, 관심을 갖다   acknowledge 인정하다

단 문 독 해 pp.142-143

1 improve, communicate[speak], conversations

해석 사람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지 못한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가족과의 식사)들은 아이의 

말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연구는 가족들이 식사를 함

께 더 자주 할수록 아이가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울 가능성이 더 높아진

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는 가족과의 식사가 아이들이 어른

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어른들이 서

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관찰한다. 그것은 아이의 언어 기술과 어

휘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귀중한 방법이다.

⇨ 가족과의 식사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소통하는[말하는] 방법을 관찰할 기회를 줌으로써 아이의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문제풀이 네 번째 문장부터 가족과의 식사를 통해 아이들이 어른들

과 대화하고, 그들의 대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언어 발달

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People are far too busy these days 
to have family dinners together.
「too+형용사[부사]+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

이다.

[2행] Research tells us that the more often 
families eat together, the more likely it is that a 
child will learn to speak well.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 ~하다’의 

의미이다.

2 ②

해석 두 그룹의 십 대에게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상의 사진 한 장을 

각각 보여주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장의 사진은 ‘좋아요’를 많이 받

았지만, 다른 사진은 단지 몇 표만 받았다는 점이었다. ‘좋아요’가 많

은 사진을 보는 것은 중격의지핵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뇌’를 활

성화시켰다. 뇌의 이 부분들은 또래의 압력이 십 대들에게 강력한 영

향을 끼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실험에서 십 대들이 ‘좋아요’

를 더 많이 받은 사진을 봤을 때, 그들이 그 사진을 좋아할 확률이 훨

씬 더 높았다.      

문제풀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진이 뇌를 자극시켜 십 대들이 또래

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했으므로 또래와 비슷한 행동인 ② 

‘좋아할’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Seeing the one with a lot of  likes] 

activated what is called the “social brain,” as 

well as the nucleus accumbens.
what is called는 ‘소위, 이른바’의 의미이다.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다. 

S

V



66   

  3 The thieves focus on locations that are hard to 

guard.

해석 구리가 너무 비싸져서 도둑들이 단지 그것을 얻기 위해 에어컨

을 뜯어 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갔고, 한편 경찰

은 더 많은 사건들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 기업들이 구리 절도를 막고

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도둑들이 건설 현장과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

과 같이 경비하기 어려운 장소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 시도들은 성공

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에서 ‘도둑들이 경비하기 힘든 장소들을 노리기 

때문에’ 구리 절도를 막기 위한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문분석 [1행] Copper has become so expensive 
that thieves are ripping air conditioners apart 
just to get it.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to ge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3행] Hard as businesses may try to stop copper 
theft, … .
「형용사[부사]+as+S+V」 구문은 ‘비록 …이지만’의 의미로 여기

서 as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4 ②

해석 아침 식사는 성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것

은 청소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

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릴 때 자녀

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더 일찍 당신

의 자녀에게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갖게 할수록, 그들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잘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문제풀이 아침 식사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

터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는 흐름이므로, ‘따라서’의 의

미를 가진 <인과>의 연결사인 ② Therefor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Not only  do kids need  to eat 
sufficient nutrients to stay healthy, but they 
also need to do so to do well in school.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인 상관접속사 구문 「not only A 

but also B」가 쓰였으며, 부정어구인 not only가 문두에 위치

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5행] The sooner you get them into the habit of  
having a healthy breakfast, the more likely 
they are to eat well as (they are) adults.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으로 ‘…하면 할수록 더 ~

하다’의 의미이다. as와 adults 사이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

어+be동사>가 생략되었으며,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다.

5 easily forget things, confuse the present with the 

past

해석 과거에는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주로 어린 아

이들이었다. 그러나 요즘 흔히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은 바로 노인들이

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

이 쉽게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질병이다. 때때로, 치매가 있는 사람들

은 현재와 과거를 혼동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노인들을 보면 당신은 그들이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들

의 가족이 그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 치매는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재와 과거를 혼동하게 

만드는 질병이다.

문제풀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에서 치매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구문분석 [1행] In the past, it was generally young 
children who wandered off  and got lost.
「it is[was] … that」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대상이 사람인 경

우 that 대신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할 수 있다.

1 ③   2 ④   3 ⑤   4 ①   5 ④   6 ④

수 능 독 해 pp.144-147

1 ③

해석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에 대해) 비판을 잘하고,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훌륭한 방송

인인 Hugh Downs가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다시 말해, 행복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

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것들로 대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는 방법

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인생

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의 밝은 면을 보고 가능한 한 자주 

웃고 미소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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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힘을 지닌 유일한 사람이다. 

문제풀이 (A) 불행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assuming이 적절하

다. resume은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의 의미이다. 

(B)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특정한 태도를 지닌 사

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circumstances가 적절하다. 

substance는 ‘물질’의 의미이다. 

(C) 문맥상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한다’는 의

미가 되어야 하므로, substitute가 적절하다. institute는 ‘도입하다’

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6행] If  you can learn to substitute y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 for positive 
ones and (to) enjoy the things [(that) you have], 

you can be truly happy. 
If절의 동사 learn의 목적어로 쓰인 to substitute와 (to) 

enjoy가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 ]는 the things를 수

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9행] …, but you have to try to look at the 
bright side of  everything and to laugh and 
smile as often as you can.

try의 목적어로 쓰인 to look과 to laugh and smile이 and

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as+형용사[부사] 원급+as one 

can」은 ‘가능한 한 …한[하게]’의 의미이다. 

2 ④

해석 Lençóis Maranhenses 국립공원은 브라질의 북동부에 있

는 Maranhão 주에 위치해 있다. 1,500여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그곳은 초목도 나무도 없는 모래언덕 저지대이다. 전형적인 사막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공원은 매년 초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우

기가 있다. 이 비가 내릴 때, 모래언덕들 사이로 물이 모여 사막 한가

운데 파랗고 푸른 호수가 형성된다. 비가 많이 올수록, 그 호수들은 

더 커진다. 건기에는 거의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7월부터 9

월까지 가장 크고 놀라울 만큼 다양한 어류들의 서식지이다. 그 공원

은 보호 구역으로서 그곳을 통과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 그곳에 사

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호수들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한

다.

문제풀이 여섯 번째 문장에 우기 때 생긴 호수에는 다양한 어류들이 

산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2행] [Covering about 1,500 kilometers], 
it is a low area of  sand dunes with neither 
plants nor trees.

[ ]는 주어 it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문이다.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의 의미이다.

[8행] …, despite the fact [that they nearly disappear 

during the dry season].
despite는 전치사로서 명사(구)만을 수반하며, ‘…에도 불구하

고’의 의미이다. 접속사 that이 이끄는 [ ]가 the fact와 동격을 

이루고 있다.

3 ⑤

해석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상한 감정을 가질지도 모른다. 마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생에서나 아마도 꿈속에서나, 전에 어디에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을지도 모른다. (C) 플라톤의 「심포지엄」에서, 아리스토파

네스는 이러한 친근감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오랫동

안 잃어버린 ‘다른 반쪽’이고 여러분의 두 몸이 예전에 함께 합쳐져 있

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원래 네 개의 팔, 네 개의 다리, 그리고 하나의 

머리에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성이자 여성이

었다. (A) 이러한 존재들이 너무 강해서 Zeus는 그들을 둘로 자르기

로 결정했다. 그 이후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분리된 그 하나

로 재결합하려는 강한 열망으로 채워져 왔다. 

문제풀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감정을 느

낀다는 주어진 내용에 이어, 그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전에 합

쳐져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친근감이라는 고대의 생각을 소개하는 

(C)가 나오고, 원래 사람은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합

쳐진 존재였다는 (B)가 이어진 후, Zeus의 분노로 나눠져 하나로 재

결합하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내용의 (A)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It might seem as if you have met 
him or her somewhere before, either  in a 
previous life or perhaps in a dream.
「as if+S+V」는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를 나타낸다. 「either 

A or B」는 ‘A이거나 B’라는 의미이다. 

[4행] These beings were so powerful that Zeus 
decided to cut them in two.

「so ... that~」 구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4행] Since then, every man and woman has 
been filled with a strong desire [to rejoin the 

one {from whom he or she was separated}].

has been filled는 ‘… 이후로’라는 의미의 since와 함께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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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수동형이다. [ ]는 a strong 

desir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전

치사+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로 선행사 the one을 수

식한다.  

4 ①

해석 미국 남서부나 다른 지역의 황야에서 사람들이 도보 여행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방울뱀이다. 아메리카 대륙에만 서식

하는 이 뱀들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물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

져야 한다. 실제로 30종 가량의 방울뱀이 있는데, 동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이 가장 치명적이다. 방울뱀들은 보통 길이가 2미터 정도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꼬리 끝에 위치한 향음기관이

다. 자신이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뱀들은 그것(꼬리)

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 그것들의 가죽 허물로 층층이 커진 향음기관

은 느슨하게 연결된 속이 빈 조각들의 덩어리이다.

문제풀이 ①은 people을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는 rattlesnakes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4행] Actually, there are around 30 
species of  rattlesnakes, with  the eastern 
diamondback being the most deadly.
「there is[are]+S」 구문으로 there가 문두에 위치하면서 be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도치되었다. 이 구문에서 there를 별도로 

해석하지 않는다. with 이하는 「with+목적어+현재분사」 구문으

로, ‘…가 ~한 상태로’의 의미이다.

[7행] To warn that they are about to strike, 
snakes shake it, making a sound.
「be about to-v」는 ‘막 …하려고 하다’의 의미이며, mak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5 ④

해석 각각의 사람 세포는 특정 개인의 유전자를 지니는 구조를 포함

한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들이다. 이 구조들의 각 끝에는 말단소립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

한 몸체가 있다. 그것들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고, 따라서 우리의 수

명도 결정하는 듯 보인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세포의 말단소립

은 너무 짧아져서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짧아

진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세포에 특정한 효소를 첨가함으로써 그것

의 말단소립이 짧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첨가

로 세포는 젊은 상태를 유지하며 분열을 계속한다. 이 발견으로 판단

해 보건대, 인간의 수명은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180세 혹은 그 이상

에 이를 것 같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의 adding a certain enzyme to a cell 내

용을 ④ 뒤의 this addi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④ 앞에서 말

단소립이 짧아질수록 세포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했으므로 ④ 뒤는 

효소를 첨가하여 말단소립이 짧아지는 것을 막으면, 세포가 젊은 상

태를 유지하여 분열을 계속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 

럽다.

구문분석 [4행] Our genes are the things [that 

determine how we look and act].
how 이하는 동사 determi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는 간접의문문이다.

[5행] At the end of e
부사구

ach of these structures a
V

re 

sticky bodies c
S

alled telomeres.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이다.

6 ④

해석 미국인 화가인 Winslow Homer는 주로 바다에 대한 극적인 

묘사로 유명하다. Homer에게 있어, 인간과 자연 간의 투쟁은 미국

이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였으며, 그의 작품 속에 반

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투쟁이었다. 노년에 Homer는 Maine 해

변의 한 작은 마을에 정착하였고, 그곳은 그에게 계속해서 바다 풍경

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가 그의 그림에서 묘사한 사람들은 주

로 어부와 배의 선장이었는데, 그들은 특정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용기

와 결단력과 같은 인간적 특성의 표현이었다. Homer가 이런 인물들

에게 보편적인 특성을 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바다 그 자체

에도 그렇게 했다. Homer의 바다는 늘 험한 물결이 이는 거칠고, 열

정적인 광활한 공간이었다.

문제풀이 Homer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투쟁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

으며, 특히 노년에는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면서 거칠고 열정적

인 바다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④ ‘바다에 대한 극

적인 묘사’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 ② 어선 선장으로서의 직업 

③ 바다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 ⑤ 작은 해안 마을들에 관한 묘사

구문분석 [4행] ..., Homer settled in a small town 
on the Maine coast, which offered him constant 

exposure to sea scenes.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a small town 

on the Maine coast를 선행사로 한다. 「offer+I.O+D.O」는 

‘…에게 ~을 제공하다’의 의미이다.

[5행] The p
S

eople [(that) he featured in his 

V′ I.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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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s]  primarily fishermen and ship 

captains  w
V

ere not  so  much  spec i f i c 

individuals as representations … .
[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절로 주어 The people

을 수식하고 있으며, were가 동사이다. 「not so much A as 

B」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의 의미이다.

[8행] Just  as  Homer gave these figures a 
universal quality, so he did for the ocean itself.
「(just) as ... so ~」는 ‘…와 마찬가지로[…인 것처럼] ~이다’

의 의미이다. did는 대동사로 앞에 쓰인 gave a universal 

quality를 나타낸다.

REVIEW TESTUNIT 14 p.148

A

1 the recreational facilities at this company 

are → are the recreational facilities at this 

company

해석 이 회사의 여가 시설은 직원들에 의해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풀이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가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2 did a terrific castle stand → stood a terrific

castle

해석 관광객들 바로 앞에 멋진 성이 서 있었다.

풀이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가면 조동사의 도움 없이 본

동사가 주어 앞으로 도치된다.

3 lost → lose

해석 그들은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다.

풀이 조동사 did가 도치되어 주어 앞으로 나갔으므로 본동

사는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한다.

4 faster → fast

해석 가능한 한 빨리 소포를 배달해 주세요. 

풀이 ‘가능한 한 …한[하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원급 비교구

문은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one can」으로 쓴다.

5 knows → know

해석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오랜 친구들도 내가 어렸을 때 

토끼를 무서워했다는 것을 안다.

풀이 「B as well as A」에서는 동사를 B의 수에 일치시 

킨다.

B

1 swore to tell nothing but the truth

2 your boss that should be blamed for the failure 

of this project

C

1 The more knowledge you obtain, the more 
 비교급 관용표현 S V 비교급 관용표현

 modest you should become.
 S V

2 My younger sister never goes out without losing 
 S V 부사적 수식어구

 her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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