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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주제·제목 

기출 깨뜨리기 p.8

해석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체

계는 A440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A라고 부르는, 피

아노 건반의 가운데에 있는 음이 440헤르츠의 진동수를 가지도

록 고정되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우리는 

439나 424처럼 어떤 진동수에도 ‘A’를 고정할 수 있고, 오늘날

과는 다른 기준이 모차르트 시대에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진동수가 악곡의 전반적인 소리와 악기의 소리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70년대의 인기 밴드였던 Led Zeppelin은 

자신들의 음악에 흔하지 않은 소리를 주고, 아마도 그 음악을 자

신들의 작품들 중 다수에 영감을 준 유럽의 민속 동요와 연관시

키기 위해 흔히 현대의 A440 표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악기를 

조율했다.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시대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들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지니

고 있고 그것들이 순수주의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즉 원

래의 조율 기준으로 음악을 연주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자의적인 음 조율: 음악에서의 새로운 경향 ③ 진동값

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 ④ 음악가들은 어떻게 음 높이의 차이를 찾

아내는가? ⑤ 불안정한 음 높이: 음악에서의 공통된 특징

구문분석  [2행] … the note (which/that) we call ‘A’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has been fixed 

to have a frequency of  440 Hz.

we call ‘A’는 the not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며, [ ]도 

주어 the not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동사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수동태(has been fixed)가 쓰였으며, to have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8행] …, often tuned their instruments away from 

the modern A440 standard to give their music an 

uncommon sound, and perhaps to link it with the 

European children’s folk songs [that inspired many of  

their compositions].

to give와 to l ink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로,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었다. [ ]는 the European 

children’s folk song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어휘  pitch 음 높이   frequency 진동수, 주파수   value 값   note 음, 

음표   keyboard 키보드, 건반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의   precise 

정밀한   overall 전반적인   musical piece 악곡   instrument 악기   

tune  곡조, 선율; *음을 맞추다, 조율하다   inspi re  영감을 주다   

composition 작곡, 작품   purist 순수주의자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작곡 당시에 쓰였던 양식의 악기)   deem …으로 여기다   [문제]

thread 가닥, 맥락; *특징, 요소

이렇게도 나왔다 p.9

정답  ②

해석  어떤 의미에서, 차는 중국의 초원과 목초지에 전파된 후, 

목동들과 사냥꾼들에게 인생을 바꿀만한 역할을 했다. 사람은 주

어진 환경에 따라 생계를 유지한다고 흔히 말한다. 중국 북서부 

지역의 고산과 초원에서는, 많은 소, 양, 낙타, 그리고 말이 사육

된다. 젖과 고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비타민은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는 식단에서 채소

가 부족한 유목민들의 필수 요소들을 보충한다. 그러므로, 칭하

이 티베트 고원, Xinjiang, 내(內)몽골 자치구역의 목동들은 차

를 우유와 함께 마시는 문화 체계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유

를 넣은 차를 중국 북서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

로 만든다. 

문제풀이  중국의 유목민들이 부족한 비타민 섭취를 위해 차를 마시

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② ‘중국의 유목민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지방을 줄이기 위해 차를 마시는 것의 중요성 ③ 고도

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것의 어려움 ④ 중국 북서부 지역의 유목 생활

의 역사 ⑤ 중국 차 문화를 간소하게 만드는 물건들

구문분석  [6행] Tea, therefore, supplements the basic 

needs of  the nomadic tribes, whose  diet lacks 

vegetables.

whose는 선행사인 the nomadic tribes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다. 

[7행] Therefore, the herdsmen [from the Qinghai-Tibet 

Plateau, the Xinjiang and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s] follow the tea culture system [in which they 

drink tea with milk].
첫 번째 [ ]는 the herdsmen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두 번째 [ ]

는 the tea culture system을 수식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절로,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herdsman 목동   grassland 풀밭, 초원   pasture land 목초

지, 목장   make a living 생계를 꾸리다   circumstance pl. 환경,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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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quantity 양   cattle 소   camel 낙타   supplement 보충하다, 

추가하다  nomadic  유목의, 방랑의   lack  …이 없다[부족하다]   

autonomous 자주적인, 자치의   [문제] reduce 줄이다   altitude 고

도   item 항목; *물품, 품목   

1 ②   2 ④   3 ④   4 ③   5 ②   6 ②

적용독해� p.10

1  ②

해석  지난 주말 영국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영국에서 나오려고 

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그것은 악몽이었다. 런던과 대륙의 도시들

을 잇는 유로스타 철도가 완전히 폐쇄되었다. 전국의 도로 역시 

이용할 수 없었다. 수천 명의 운전자들이 미끄러운 (도로) 상황 

때문에 길가에 차를 놓고 집으로 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심지어 항공 운항도 불가능했다. 3일 동안 수백 편의 비행이 취

소되었는데, 이것은 수천 명을 공항에 발이 묶이게 했다. 여행객

들은 아주 화가 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겨우 5센티미터

의 눈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겨울 

폭풍이 있은 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들은 긴급 교통 정책을 개선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풀이  영국에 내린 눈으로 초래된 교통 마비 현상에 대한 글이므

로, 글의 주제로는 ② ‘영국에서 눈이 야기한 혼란’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악천후에 대비한 훈련 ③ 미끄러운 도로가 초래한 교

통사고들 ④ 유럽 전역의 기차 문제 ⑤ 비상시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

구문분석  [4행] Thousands of  drivers were forced to 

leave their cars on the roadside and (to) find another 

way home due to the icy conditions.

to leave와 (to) find 이하의 to부정사구가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

되어 주어 Thousands of drivers의 보어 역할을 한다.

2  ④

해석  당시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정반대되는 의견에도 불구하

고, Jonas Salk는 ‘죽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환자들에게 주

사하는 것이 그들을 감염시키지 않고 그 병에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자원 봉사자들

에게 자신의 백신을 실험했고, 그들이 소아마비에 걸리거나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을 겪지 않고 모두 항소아마비 항체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다. 1954년에, 그 백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험이 

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행해졌고, 다음 해에 그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공표되었다. 대중들이 그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미국의 소아마비 감염자 수는 연간 평균 45,000 이

상이었다. 하지만 1962년에 이르러 그 수는 1,000 밑으로 떨

어졌다. 흥미롭게도, Salk는 자신의 백신에 대해 특허를 받지 않

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수익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안전하고 효

과적으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Jonas Salk가 개발한 백신 덕분에 소아마비 감염자 수

가 줄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소아마비 백신: 

Jonas Salk의 기적’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백신으로 이어진 실수 ② Jonas Salk의 비극적인 희

생 ③ 백신 개발의 역사 ⑤ 예방 의학에 대한 백신의 영향 

구문분석  [1행] …, Jonas Salk believed that injecting 

patients with polio virus [that had been “killed”] 

would immunize them from the disease without 

infecting them.
[ ]는 polio viru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개의 them

은 앞에 나온 patients를 가리킨다. 

[10행] Interestingly, Salk never patented his vaccine, 

as he was more concerned with making it safe and 

effective than with earning profits.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it은 앞에 나온 his vaccine

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다. 

3  ④

해석  수년 동안, 환경보호론자들은 야생에서의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다양성의 상실은 농부

들이 지켜보는 데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특정 품종

의 가축이 그것들이 더 적은 젖이나 고기를 제공한다는 사실 때

문에 점점 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곡

류에도 해당된다. 지난 100년 동안, 곡류의 유전적 다양성의 4

분의 3이 사라져 왔다. 많은 농부들은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먹

거리를 생산하는 식물 품종으로 전환해 왔다. 지구상에 있는 3만 

개의 식용 식물종(種) 중 쌀과 밀, 옥수수를 포함한 겨우 30가지 

종이 우리가 먹는 것의 95퍼센트를 차지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식량 생산을 증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으로 인한 다양성의 상실은 다양한 환

경 조건을 가진 새로운 장소에서 곡물을 기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S(동명사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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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인간이 식품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특정 품종의 가축이나 

곡류만을 기르는 것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

려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는 ④ ‘인공적 조작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② 지구상의 다

양한 동식물 ③ 생물 다양성의 상실로 인한 농업의 문제점 ⑤ 야생에

서의 유전자가 조작된 개체들의 효용성

구문분석  [3행] One problem is [that certain breeds of  

livestock are growing less popular due to the fact {that 

they offer less milk or meat (than other breeds)}].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less milk or meat 뒤에 than other breeds가 생략되어 있다.

[10행] The loss of  diversity due to this situation could 

make it harder [to grow crops in new places {with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5형식 문장으로 make 뒤의 it은 가목적어, to grow 이하가 진목적

어이며, 형용사 harder는 목적격보어이다. { }는 new places를 수

식하는 전치사구이다.

4  ③

해석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달을 식민지화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여겨왔다. 다른 잠재적인 우주의 목적지와 비교하면, 달은 지구

에 훨씬 더 가깝고, 이러한 근접성 덕분에, 사람들과 장비를 달에 

수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교적 짧을 것이다. 달의 지구에 대

한 근접성은 짧은 기간 동안 그곳으로 방문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

가, 달에는 정착지, 방사선 차단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건

설하기 위해 그곳에서 추출되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현지 자원

이 있다. 마지막으로, 얼음이 달의 극점에 존재할 가능성은 식민

지 주민들이 안정된 수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문제풀이  과학자들이 달을 식민지화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③ ‘달을 식민지로 활용하

는 것의 많은 이점’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우주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② 달에 자원이 존재

하는지에 대한 논쟁 ④ 다른 행성들을 식민지화하는 것과 관련된 어

려움 ⑤ 달에 사는 것이 지구에 사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는 이유

구문분석  [2행] …, the Moon is much closer to Earth, 

and thanks to this close proximity, the time [(which/

that) it would take to transport people and equipment 

V O O.C.

S

there] would be relatively short.

much는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는 the 

tim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나 that이 생략되었다. 두 개의 would는 ‘~할 것이다’의 의미로 쓰인 

조동사로, 추측을 나타낸다. 

[4행] The Moon’s proximity to Earth would even make 

it possible to develop a tourist industry [that could 

bring visitors there for a short period of  time].

5형식 문장으로 it은 가목적어, to develop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형용사 possible은 목적격보어이다. [ ]는 a tourist industry를 수

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Finally, the possibility [of  ice existing at the 

Moon’s poles] gives hope [that colonists could have a 

reliable source of  water].
첫 번째 [ ]는 the possibility와 동격이고, 두 번째 [ ]는 hope과 동

격이다.

5  ②

해석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비디오 게임이 항상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니다. ‘리미션’이라고 불리는 한 비디오 게임은 암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게임에서 그들은 암세포를 없

애기 위해 미세한 캐릭터들을 인체 사이로 안내한다. 그 게임은 

아이들이 겪는 과정을 반영하고, 게임의 무기들은 항암 치료 요

법과 항생제와 같은 실제 암 치료법에 기반한다. 그 게임은 아이

들에게 통제감을 주면서, 그들이 암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돕는다. 

그들이 게임에서 암세포를 쏘아 죽일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이 본

인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와 싸우는 것과 같다. 그 게임의 효과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더 많은 암세포를 죽일수록, 그들

은 감염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더 적다. 

인터뷰에서, 환자들은 게임 속에서 암세포를 극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느꼈

다고 전했다.

문제풀이  암 치료 과정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통

해 실제 암 치료에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므로, ② ‘가상 공간에서의 

암 치료’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의료진을 휩쓸고 있는 게임 열풍  ③ 비디오 게임을 하

는 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 ④ 암 치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⑤ 의학 치료: 아주 작은 로봇이 생명을 구하다

V

V

O O.C.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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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8행] According to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ame], the more cancer cells they destroy, 

the less likely they are to experience side effects like 

infections and nausea.
[ ]는 a study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the+비교급 …, the+비

교급 ~」은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be likely to-v」는 ‘…

할 가능성이 있다’의 뜻이다.

[10행] …, patients reported [that they had more energy 

and felt {(that) their chances for full recovery were 

more promising} …].
[ ]는 reported의 목적절이고, that절의 동사 had와 felt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 }는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명사절로 

felt의 목적절이다.

6  ②

해석  인간은 때때로 자연의 가장 거대한 생물들도 도울 수 있다. 

최근에 50톤이 되는 혹등고래가 어떤 낚싯줄에 걸렸던 때가 이

러한 경우였다. 한 어부가 그 고래를 보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용감한 잠수부 팀이 그 고래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 그것은 

위험한 작업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고래가 꼬리로 한 번 톡 치기

만 해도 잠수부들을 쉽게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낚싯줄을 절단하고 그 고래를 풀어주는 데 성공했

다. 그러나 헤엄쳐 가기 전에 그 고래는 각각의 잠수부들에게 다

가와 코를 비볐다. 잠수부들은 이전에 그러한 애정 표현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너무 놀라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 고래

가 먼 바다 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문제풀이  잠수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낚싯줄에 걸린 고래를 구해 

주자 고래가 잠수부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한 후 사라졌다는 내용이

므로, ② ‘고래가 구조자들에게 고마워하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

절하다.

오답풀이  ① 고래의 행동에 대한 연구 ③ 한 어부가 놀라운 것을 발

견하다 ④ 인간과 고래는 어울리지 않는다 ⑤ 동물과 일하는 것의 위

험성

구문분석  [8행] (Being) Too surprised to move, they 

watched as the whale slowly faded into the distant sea.

Too surprised to move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로 부대상

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too+형용사/부사+ to-v」는 ‘너무 …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as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MINI Q .

1 겨울 폭풍으로 인한 교통 마비

2 his vaccine

UNIT 02
요지·주장

기출 깨뜨리기 p.14

해석  착한 자녀, 불평하지 않는 직원, 협조적인 환자가 되려는 

노력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바

라는 것은 무엇이든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함정에 빠진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

는데, 이것의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건전한 한계를 설정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

리의 관계에 고통을 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아에 대

해 ‘예’라고 말하기 위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아니오’라

고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느

끼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러므로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멈

추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진실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

력하라.

구문분석  [2행] …, many of  us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please people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

the trap과 trying to please people은 서로 동격이다. 「by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 ]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로 쓰

인 명사절이다. whatever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대명사로, 

‘…하는 무엇이나’의 의미이다.

어휘  cooperative 협조적인, 협동의   fall into the trap of …하는 함

정에 빠지다[오류를 범하다]   go along with …에 동조하다[찬성하다]   

lose track of …을 놓치다   boundary 경계(선), 한계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literally 문자[말] 그대로   distress (정신적) 고통, 괴로움   

empower 자율권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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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도 나왔다 p.15

정답  ①

해석  여러분이 상당한 정서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여러

분은 기말 시험을 위해 공부하면서 밤을 새웠거나, 또는 조부모

님 중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

마도 보통 행동하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을 보였을 것

이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여

러분에 대한 부정확한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 또한 지각의 오류일지도 모른

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인식 점검을 해봐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인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우리가 일련의 질

문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찰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고 여러분

의 평가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문제풀이  필자는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들에게 잘못된 첫인상을 줄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갖

는 첫인상 역시 지각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구문분석  [4행] You likely exhibited behaviors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how you usually act}].
[ ]는 behavio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앞에 the 

way가 생략된 관계부사절이다. 

[8행] …, engage in perception checking, which means 

[that we consider a series of  questions to confirm or (to) 

challenge our perceptions of  others and their behaviors].

which는 선행사인 perception checking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

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는 mean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인 to confirm과 (to) challenge가 접속사 or로 연결된 병렬 구조

이다. 

어휘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psychological 정신[심리]적인   

exhibit 전시하다; *보이다, 드러내다   be consistent with …와 일치하

다   perceptual 지각의(n. perception)   engage in …에 관여[참여]

하다    지각, 자각  confirm 확인해 주다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다;  

*조사하다   interpretation 해석, 이해   clarification 설명, 해명

1 ④   2 ②   3 ①   4 ⑤   5 ⑤   6 ⑤

적용독해� p.16

1  ④

해석  어느 날 여우와 고양이가 어떻게 적을 피하는지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며 숲에서 쉬고 있었다. “난 참 똑똑해.”라고 여우가 

말했다. “난 적을 피하는 백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을 알아.” 고

양이는 감명을 받았다. 고양이는 “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그게 나한테 효과가 있었어.”라고 말했다. 갑자기 사냥

개들의 짖는 소리로 숲의 고요함이 깨졌다. 고양이는 재빨리 가

장 가까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에 숨

었다. “이것이 내가 항상 적을 피하는 방법이야.”라고 고양이가 

여우에게 말했다. “너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쓸 거니?” 여우는 

처음에 한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정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서,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여우는 

사냥개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전히 생각에 빠져 있다가, 사냥꾼에 

의해 쉽게 죽임을 당했다.

문제풀이  적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만을 알던 고양이는 살았지만, 백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나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만 하던 여우는 결국 

잡혀 죽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요지로는 ④ ‘많은 선택사항을 갖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것이 더 낫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때로는 남아서 싸우는 것보다 숨는 것이 더 현명하다. 

②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른 많은 해결책이 있다. ③ 같은 일을 계속

해서 하는 것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⑤ 문제를 피하는 최고의 방

법은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구문분석  [1행] Fox and Cat were resting in the forest one 

day, talking about how they escaped their enemies.

talk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

순이다.

[7행] Fox thought hard about it, first deciding on 

one way, and then changing his mind and choosing 

another.

deciding, changing, choosing 이하는 모두 동시동작을 나타내

는 분사구문이다.

2  ②

해석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꽤 흔하다. 우리



7   

는 모두 우리가 편하다고 여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

램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결국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별로 흥미롭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

렇지 않은가?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거의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반친구들 중 한 명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여러분은 그저 점심 식사로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여러분의 판에 박힌 일상을 시험 삼아 깨보

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이나 흥미로운 기회

로 이르는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풀이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동일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

지기보다 되풀이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라고 주장하는 글

이다.

구문분석  [3행] So we usually end up thinking the same 

thoughts and having the same opinions.
「end up v-ing」는 ‘결국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thinking과 

having이 이끄는 동명사구가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 

룬다.

3  ①

해석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정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계산된 

전략을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다스릴 때 사용한다. 먼저, 

그들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낮은 

기대치를 설정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 문제들 각각에 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이 (문

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과는 달리,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자신에 관한 형편없는 의견을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하기 전에,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아무도 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

는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할 거야.’라고 생각할지도 모

른다. 이런 방법으로,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그

들이 대비가 되어 있던 것처럼 느끼며, 따라서 실패를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다. 

문제풀이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해결책

을 생각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러한 전략을 성공의 도구로 삼

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요지로는 ① ‘최악을 예상하는 것은 여러분

을 더 잘 준비되어 있게 만든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불안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더 자신있게 된다. 

③ 여러분의 의견을 옹호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④ 

비관주의는 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야기된다. ⑤ 낮은 

자존감을 지닌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구문분석  [3행] First, they set low expectations for 

themselves, imagining everything [that can go wrong].

imagin 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everything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Then they come up with a solution for each of  

these problems, which makes them feel … .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한다.

[10행] And in situations in which they don’t succeed, 

they feel as though they were prepared and … .

which는 situation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as 

though …」는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로, as if로 바꿔 쓸 수 있

다.

4  ⑤

해석  우리 사회에는 과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간에 서로 잘 소

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감스러운 간격이 존재한다. 과학적인 지

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를 일상적 언어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언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많은 과

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매일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실험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겠는가? 실험실에 숨어 있는 데 그들의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대

신,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연설을 하거나 기자에게 이

야기하는 데 매일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문제풀이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로, 마지막 두 문장에서 글쓴이의 주장

을 잘 알 수 있다.

구문분석  [6행] Wouldn’t it make sense, then, for them to 

make an effort …?

it은 가주어, to make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them은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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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해석  노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쓰

여지는 반면에, 시는 어렵고 문학적인 방식으로 쓰여진다는 발

상에서 가사와 시는 때때로 구별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래나 시

의 언어에 근거하여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글을 분리하는 대신

에, 무엇이 단어들을 수반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가사는 멜로디, 리듬, 그리고 기악법과 같은, 다른 음악적 요소와 

함께 제시된다. 그러나, 시에서, 단어들은 오직 침묵을 수반한다. 

주위의 음악적 요소가 가사에서 제거되면, 그 가사는 때때로 시

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것은 시와 가사를 그것들의 내적 언어의 

특징이 아닌 그 단어들이 그것들을 둘러싸는 소리 또는 그것의 

부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토대로 (시와 가사를) 정의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문제풀이  마지막 문장에서 시와 가사를 내적 언어의 특징이 아닌 외

부 소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글

의 요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Song lyrics are sometimes distinguished 

from poems through the idea [that songs are written in 

everyday language {that most people can understand}, 

while poems are written in a difficult, literary style].

the idea와 [ ]는 동격이다. { }는 everyday languag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접속사 while은 ‘…인 데 반하여’라는 의미

로 대조를 나타낸다. 

[4행]  . . . ,  i t  i s  more  use fu l  to  consider  [what 

accompanies the words].

it은 가주어이고 to consider 이하가 진주어이다. [ ]는 의문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consider의 목적어로 쓰였다. 

[9행] This shows [how important it is to define poems 

and song lyrics based not on their internal linguistic 

qualities but on {how their words relate to the sounds, 

or lack thereof, that surround them}].
[ ]는 show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it은 가주어이고 to 

define 이하가 진주어이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

미이다.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이다. 

6  ⑤

해석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숙련되고 숙련되지 못한 사람

들의 범주로 나누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놀랍

지 않게도, 사회적 약점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은 결국 숙련되

지 못한 노동자들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우리는 평등한 기회의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기

회의 질이 어느 정도는 태어났을 때 정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가정환경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정책은 그들이 자라면 그들에게 성공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을 도울 것이다. 연구들은 그러한 개선들이 사회적 행동, 학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생활 성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러한 종류의 조기 개입을 통해 기회 불평등을 

다루는 것은 현재 직장 고용 관행을 간섭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다. 

문제풀이  사회적 약자의 성공에 대한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구문분석  [2행] Unsurprisingly, children [born with social 

disadvantages] are more likely to end up as unskilled 

workers.
[ ]는 childre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be more likely to-v」

는 ‘…할 가능성이 더 많다’의 의미이다. 「end up as」는 ‘결국 …이 

되다’의 의미이다.   

[6행] Social policies [that enrich the home environments 

of  disadvantaged children] would help give them a fair 

chance of  succeeding … .
[ ]는 Socia l  pol ic 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help +(to)-v」는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이다. 「give(수여동

사)+ I.O.+D.O.」는 ‘…에게 ~을 주다’의 의미이다.

[9행] [Addressing opportunity inequality through this 

kind of  early intervention] is clearly preferable to 

interfering with current workplace hiring practices.
[ ]는 동명사구 주어로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 is가 쓰였다. 

MINI Q .

1 (적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6  어떤 사람의 기회의 질이 어느 정도는 태어났을 때 정해진다는 

것

S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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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요약문

기출 깨뜨리기 p.20

해석  지나치게 낮은 견적을 내는 것은 두 명이 (가격에 관한) 합

의에 이른 다음, 한 명이 상대방이 물게 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판매) 기술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8천 달러를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동의한 후, 판매자가 세금으로 100달러를, 그리고 

타이어 가격으로 200달러를 추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부가적

인 비용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던지는 ‘낮은 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의 효과성에 관한 한 가지 

설명은 자기인식 이론에 대한 것이다. 소비자가 원래의 계약조건 

하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동의할 때,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증가된 비용을 감

수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인상 관리 이론이라는 측면이

다. 소비자가 합의한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은 후 그 거래

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러한 불가피한 요금에 대한 인식

이 없는 무책임한 소비자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을 불러일으

키게 될 것이다.

⇨ 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은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소비자가 

거래를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구매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거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문분석  [1행] Low-balling is a technique [where two 

individuals arrive at an agreement and then one 

increases the cost {to be incurred by the other}].

[ ]는 a techniqu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 }는 the cost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2행] …, he might foster the undesirable impression 

of  [being an irresponsible consumer {unaware of  these 

necessary charges}].

the  undesirable  impression과 [ ]는 동격이다. { }는 an 

irresponsible consumer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어휘  low-balling 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것(낮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킨 

후 나중에 여러 명목으로 값을 올리는 판매 기술)   incur 초래하다; *(비용을) 

발생시키다[물게 되다]   effectiveness 효과성   in terms of …라는 측

면에서, …에 대하여   self-perception 자기 인식   term 용어; pl. *조

건, 조항   endure 참다, 감수하다   withdraw 철회하다, 취소하다   

foster 불러일으키다, 조성하다

이렇게도 나왔다 p.21

정답  ①

해석  여러분은 한 사람 이상이 결정을 할 때마다, 그들이 집단

적 지혜(집단 지성)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확실

히, 다수가 개인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항상 그런 것

은 아니다. 군중의 지혜는 모든 판단이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부

분적으로 의존한다. 만약 사람들이 소의 몸무게를 추측해서 그것

을 종이에 쓰거나, 파키스탄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추측하

여 그것을 웹사이트에 입력한다면, 그들 견해의 평균은 매우 정

확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이끌어 내는 답은 점점 더 부정확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은 집단 극단화의 영향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편견이든지간에 (그 편견은) 

그들이 집단으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 크게 증가하게 된다. 만

약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약간 기운다면, 집단은 그것

을 향해 돌진한다.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존적으로 일할 때, 군중의 지

혜는 흔히 집단의 어리석음으로 바뀐다.  

문제풀이  어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야기할 때, 그 결론

이 부정확해지고 편견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3행] The wisdom of  a crowd partly relies on 

the fact [that all judgments are independent].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10행]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gets multiplied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 ]는 복합관계형용사 whatever가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두 개의 as는 ‘…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였다. 

어휘  collective 집단의   individual 개인   independent 독립적인   

est imate  추정하다  l i ke l ihood  가능성   revo lut ion  혁명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면   bias 편견, 편향   multiply 곱하다;  

*크게 증가시키다   lean 기울다   take a risk 모험을 하다   leap 뛰다, 

뛰어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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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2 ④   3 ②   4 ④

적용독해� p.22

1  ②

해석  연구원들은 과도한 정신 활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실험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정

신적으로 힘든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요구받았고, 반면에 다른 

참가자들은 그저 그 어떤 인지적 노력도 요구되지 않는 활동인 

영화 관람을 즐겼다. 그 후, 모든 참가자들은 운동용 자전거를 타

는 것으로 지구력 테스트를 받았다. 그 결과는 게임을 했던 사람

들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보다 더 빨리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것은 정신 활동이 실제로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료 테스트는 그들의 혈압, 호

흡과 심박수, 즉 신체 상태 수준은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연구원들은 이 오해가 참가자들이 지구력 테스트가 실제보

다 더 힘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 한 실험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육체적 피로감

은 마음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풀이  과도한 정신 활동과 육체적 피로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

험을 통해, 정신적 피로로 인해 몸이 지친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심

리적 요인일 뿐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Researchers conducted an experiment to 

find out [if excessive mental activity can make us feel 

worn out].

to find out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인지 어떤지’의 의미인 접속사 if가 이끄는 명사절로, 동사구 

find out의 목적어로 쓰였다.

[5행] The results showed that those [who had played 

the game] gave up more quickly than those [who had 

watched the movie].
두 개의 [ ]는 각각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다. 

2  ④

해석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인식 가능한 대의명분을 

지닌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하다 바다에 빠져 죽어 가

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안전 요원은 물속

에 뛰어들 자신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원칙들을 먼저 정하지 않

는다. 우리가 안전 요원의 인격을 칭찬할 때, 우리는 그녀의 이성

이 아닌 숭고한 본능을 칭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

로 행동할 때, 우리가 반드시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은 아

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그것이 수영이나 춤, 

또는 타자 치기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주의 깊은 조심성은 단지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위대한 발상조차 대개 우리가 서서히 

짜 맞추는 주의 깊고 체계적인 개념 형성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

히려, 훌륭한 통찰력은 흔히 우리가 그것을 가장 덜 기대할 때 선

물처럼 우리에게 온다.  

⇨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항상 타당한 이유를 갖지는 않는

다. 흔히, 직감이 의도적인 행동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

다.  

문제풀이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이 타당한 원칙이나 이유에 기반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숭고한 본능으로 행한 행동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Not all of  the actions [(which/that) 

people take] have identifiable causes.

not all은 ‘전부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인 부분 부정이다. [ ]는 the 

action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행] …, a lifeguard [who risks her own life to save a 

swimmer drowning at sea] does not first establish a set 

of  principles [upon which she then bases her decision 

to jump into the water]. 

who가 이끄는 [ ]는 a lifeguar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다. to save ... sea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이며, to jump 이하는 her decis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upon which가 이끄는 [ ]는 a set of principles

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Even great ideas are usually not products of  {the 

careful and methodical formation of  concepts} [that 

we gradually piece together].
[ ]는 { }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3  ②

해석  유럽계 개척자들의 북미로의 진입은 북미 원주민들의 전

통적인 삶의 방식을 영원히 바꿔 버렸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북

미 원주민들만이 백인 개척자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의 것보

S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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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월하다고 여겼다. 백인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북미 원

주민 아이들조차 거의 항상 돌아가서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사

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삶의 방식 중에서 선택할 기

회가 주어진 어느 북미 원주민들에게나 마찬가지였다. 원주민들

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계 외부인들에 의해 그들에게 제시된 삶

의 방식은 자유가 없고,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돈과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축적하는 데 너무 많이 집중했다. 그것은 그들

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들은 이런 이질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 

었다.

⇨ 대다수의 북미 원주민들은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한다고 

여긴 유럽 개척자들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방

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

문제풀이  북미 원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제약하는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를 선택했다는 내용의 글

이다.

구문분석  [3행] … found the way of  life of  the white 

settlers superior to their own.

「find+O+O.C.」는 ‘…가 ~임을 알게 되다’의 의미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구를 취했다. 「superior to …」는 ‘…보다 뛰어난’의 의미를 

가진 비교급 표현이다.

[4행] Even the Native American children [who received 

a formal education in white schools] nearly always 

chose to return … .

[ ]는 the Native American childre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8행] …, the way of  life [being offered to them by the 

European outsiders] lacked freedom, created extremes 

of  wealth and poverty, and focused too much on … .

[ ]는 주어 the way of l i fe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며, 동사 

lacked, created, focuse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4  ④

해석  1960년대 후반에, 심리학자 Walter Mischel은 아이들

의 즉각적인 만족감과 지연된 만족감 모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실험에서, 그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마시멜로나 프레첼 같

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들이 짧은 시간 

V O

O.C.

S

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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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동안 기다린다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schel

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제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와 그것이 

유혹을 견뎌내기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내는 능력에 얼마나 많

이 좌우되는지를 알아내고 싶어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

은 즉각적인 보상을 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

장 성공적으로 견뎌낸 아이들은 보상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

리기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제지하

기 위해 손을 깔고 앉는 것과 같은 전략들을 이용했다. 게다가, 

Mischel은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때 그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참는 데 더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했

다. 

⇨ 자제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능력은 스스로가 유혹을 이겨내

도록 돕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 내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문제풀이  즉각적인 보상을 잘 참은 아이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전략

을 개발하여 자제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5행] Mischel wanted to figure out [to what 

degree self-control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born 

with}] and [how much it depends on one’s ability to 

develop strategies for resisting temptation].
두 개의 [ ]는 figure 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 }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행] All of  the children in the experiments found it 

hard [to resist the immediate reward].

5형식 문장으로, it은 가목적어이고 to resist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형용사 hard는 목적격보어이다. 

[8행] But those [who most successfully resisted] 

employed strategies such as [singing to distract their          

attention away from the reward] and [even sitting on 

their hands to physically restrain themselves].

who가 이끄는 [ ]는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와 세 번째 [ ]는 전치사 as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등

위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MINI Q .

2 a set of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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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목적

기출 깨뜨리기 p.26

해석  애완동물 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ABLE 해운에서는 물고기를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운송해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는 살아있는 물고기

를 전국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그 물고기는 괜찮을 겁니다. 저희

가 어떻게 각각의 물고기의 안전한 여정을 보장하는지 궁금하세

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고기를 느긋하고 편안하

게 할 충분한 물이 담긴, 산소가 충전된 비닐봉지 안에 각각의 물

고기를 포장합니다. 게다가, 각각의 봉지는 쿠션으로 싸인 다음 

운송 상자 안에 놓입니다. 여러분의 물고기는 여러분의 고객들의 

현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1-800-

456-4959로 전화를 주시거나 fishlove@ableshipping.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문분석  [3행] Are you wondering [how we ensure {each 

fish has a safe journey}]?
[ ]는 wondering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

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 }는 ensure의 목적절이다.

[4행] We pack each one in an oxygen-inflated plastic 

bag with enough water to keep the fish relaxed and 

comfortable.

「keep+O+O.C.」는 ‘…가 ~하도록 유지하다’의 의미로 목적격보어

로 형용사 relaxed와 comfortable이 왔다.

어휘  shipping 선박; *해상 운송   customer 고객   wonder 궁금해하

다   ensure 보장하다   pack 포장하다   inflate (공기나 가스로) 부풀리

다   plastic bag 비닐봉지   wrap 싸다

이렇게도 나왔다 p.27

정답  ②

해석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저는 마케팅 직종에서 

제 경력을 발전시켜 특별히 식품 판매 분야에서 추가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사에 대한 놀라운 일들에 대

해 들어왔고 귀사의 팀에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제 이전 경력이 

소매업에 관한 것이지만, 저는 항상 식품 판매 분야로 옮기고 싶

V′ O′ O.C.′1

O.C.′2

었습니다. 제 자원 봉사 경험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해 주었고, 지역 자선 단체에 대한 귀사의 공헌에 대해 그

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마케팅 부서의 일원으로서 고용이 된다면, 제 목표는 새로운 고

객을 유치하고 현재의 고객들이 반드시 그들의 구매에 대해 계속 

즐거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식품 회사 마케팅 부서의 직원 모집에 지원하는 글이다.

구문분석  [5행] My volunteer experience has allowed 

me to work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I know [how much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s to the local charity].
「allow+O+ to-v」는 ‘…가 ~하게 해주다’의 의미이다. [ ]는 know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

순이다. 

[7행] If (I were) hired as a member of  your Marketing 

Department, my goal would be to get new clients 

and to ensure [that current customers continue to feel 

excited about their purchases].

If절의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만약 …라면, ~

할 텐데’의 의미이다. to get과 to ensur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

결되었다. [ ]는 ensur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어휘  graduate 대학 졸업자   specifically 분명히; *특별히   prior 사

전의   retail 소매   volunteer 자원 봉사자   all walks of life 사회 각

계계층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고마워하다   contribution 기

여, 이바지   charity 자선 단체   client 고객 

1 ⑤   2 ⑤   3 ④

적용독해� p.28

1  ⑤

해석  저희는 귀하가 Goldblade 전기면도기로 인해 겪은 문제

점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무료로 수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대로, 그 면도기는 아직 보증 기간 중입니다. 하지만, 보증 조건

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면도

기는 110볼트의 콘센트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20

볼트의 콘센트에는 변환기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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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도기 자체에도 경

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면도기를 220볼

트의 콘센트에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80달러의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거듭 사과

를 드리지만, 저희는 보증 조건을 따라야만 합니다.

문제풀이  제품의 보증 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사용자가 보증 조건

을 어기고 잘못 사용한 결과로 인한 고장이므로, 무료로 수리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 sorry about the problems [(which/

that) you’ve had with your Goldblade electric razor],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cannot repair it free 

of  charge].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problem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regret to-v」는 ‘…하게 되어 유감이다’의 의미이다. 두 번

째 [ ]은 inform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2  ⑤

해석  오늘 아침, 저희 아이들이 귀사의 방송 프로그램인 

Saturday Morning Kids’ Hour를 보는 동안, 저는 광고 방

송 시간 중 하나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놀고 있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여주는 광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운 아이 한 명이 그 무리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놀 수 있는지를 

묻자,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가 광고되고 있던 의류 브랜드를 입

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거부합니다. 이 광고는 다른 사람

들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과, 특히 그 아이들 자체가 내성적이거

나 인기가 없다면, 그들의 자부심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귀사가 Saturday Morning 

Kids’ Hour의 광고 방송 중에 이 광고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 광고 대신에,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이점 같은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

지가 방송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풀이  아동 프로그램 중에 방송되는 한 광고가 아이들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광고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

이다. 

구문분석   [5행]  …, the other  chi ldren re ject  her 

because she is not wearing the clothing brand [being 

advertised].
[ ]는 the clothing brand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10행] …, positive messages [about things like the 

benefits of  eating nutritious foods or treating one 

another with respect] could be broadcast.

[ ]는 positive message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eating과 treating이 접속사 or로 연결된 병

렬 구조이다. 

3  ④

해석  최근에 CALBIT사(社)는 CALBIT의 임원들에 의해 작성

된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이 회사 내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로 전

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들의 정확한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보통 재정 또는 해외 결재 부서들

의 고용 기회와 관련한 것입니다. 예가 될 만한 이메일 제목으로

는 ‘재택근무 가능’과 ‘주목: 재정 부서에 공석’ 등이 있습니다. 이

런 메시지들은 비록 회사 로고와 회사 웹 사이트로의 링크가 첨

부되어 있어도, CALBIT 임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정

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이메일 

중 하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내선 515번

으로 전화를 걸어 기술부에 알려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을 열거나 링크들 중 어떤 것도 클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제풀이  기업 임원을 사칭하여 허위 고용 정보를 보내는 사기성 이

메일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 that emails [appearing to have been 

written by CALBIT executives] are being delivered to 

email addresses … .
[ ]는 that절의 주어인 email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이메일

이 쓰여진 것이 도착한 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완료부정

사 to have been written이 사용되었다.

MINI Q .

1 …대로, …이기 때문에

S

V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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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01 p.30

1 ② 2 ① 3 ⑤ 4 ⑤ 5 ② 6 ①

7 ④ 8 ① 9 ①

1  ②

해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월에 심각한 사고를 당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동네를 산책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저를 치어서 다리뼈 몇 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의

사들은 제가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간, 저는 매일 3시간을 귀하의 체육관에서 전문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조금씩, 저는 제 다리가 치유되

고 예전의 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가 지팡이의 도움만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

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체육관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제 회복 

과정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들이 없었다면 저

는 그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교통사고 후 체육관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한 재활훈련 덕

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의 노고에 감

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6행] I am proud to report [that as of  today,  

I can walk again with only the assistance of  a cane].
[ ]는 repor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7행] The enthusiasm and commitment of  the gym staff  

made my recovery experience both fun and effective, 

and I don’t think [I would have achieved such progress 

without them].
「make+O+O.C.」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로, 목적격보어로 형

용사구 both fun and effective가 왔다. 동사 think의 목적절인 [ ]

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조건절을 대신하여 without them이 

쓰였다. 이는 but for them 혹은 if it had not been for them으

로 바꿔 쓸 수 있다.

2  ①

해석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을 얻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물건을 교환한다. 오

래 전에, 화폐는 그러한 교환들을 대표하는 표준 형태가 되었다. 

이 표준은 유익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 서비스와 상품에 대

한 정확한 가치를 정해주어서, 교환의 각 당사자가 거래가 공정

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 교환들은 

V O O.C.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으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교환을 수행하는 데 사

용되는 대표적인 척도로서, 화폐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시 말해서, 화폐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그것의 가

치는 오직 그것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다.

문제풀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화폐

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돈의 사회적 가치’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③ 돈: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 ④ 공정한 교환을 하는 비결 ⑤ 돈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

를 바꿀 수 있는가?

구문분석  [3행] This standard is beneficial because it 

assigns an exact value to labor, services and goods, 

[allowing each party in an exchange to be sure that 

the transaction is a fair one].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allow+O+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7행] As the representative measurement [used to carry 

out each exchange], money enables this to occur. 

As는 ‘…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 ]는 the 

representative measurement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enable+O+ to-v」는 ‘…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3  ⑤

해석  예전에 자신의 왕실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신하

들에게 숲에서 원숭이를 잡아와 춤을 추도록 훈련시키라고 명령

한 왕이 있었다. 신하들은 성공했고, 머지않아 그들은 원숭이들

이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착용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도록 가르쳤

다. 왕의 모든 손님들은 매우 감동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

한 춤꾼을 가졌다며 왕을 축하했다.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장난

을 치기로 결심했다. 원숭이들의 공연 중에, 그는 한 움큼의 견과

류를 무대 위로 던졌다. 원숭이들은 사나워졌고, 그들의 옷과 가

면을 찢으며 견과류를 놓고 서로 싸웠다. 춤은 엉망이 되었다. 청

중들은 원숭이들을 보고 웃었지만, 그들은 왕이 원숭이들을 우아

한 춤꾼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조롱하면서, 그를 보고 훨

씬 더 크게 웃었다.

문제풀이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 본성까지 바꿀 수는 없다

는 내용의 일화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 ‘화려한 옷과 훈련된 행동으

로 우리의 본성을 감출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묘기를 부리기 위해 조련된 야생 동물들은 풀어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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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 ③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욕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 ④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

구문분석  [7행] The monkeys went wild, ripping off  their 

clothes and masks and fighting with each other over 

the nuts.

ripping과 fighting이 이끄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접속

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9행] …, but they laughed even harder at the king, 

[ridiculing him for trying to turn monkeys into courtly 

dancers].

even은 비교급 harder를 강조하는 부사이다. [ ]는 동시동작을 나타

내는 분사구문이다.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의 뜻이다.

4  ⑤

해석  여러분은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물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이 같은 행동은 아주 

적은 영향력을 가진다. 반면에, 소고기 생산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소가 먹는 모든 곡물을 재배하는 데 물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물은 또한 냉동 피자 같은 가공된 음식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아마도 최악의 소식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제품 중 하나인 초콜릿 또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구매에 대해 

많은 통제력을 지니지만, 그들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얼

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는지를 포함하여, 그 제품들이 얼마나 환

경 친화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

는 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문제풀이  생산 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제품들이 많으니 제품을 

구매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자는 내용의 글로, 마지막 문장에 글쓴이

의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 

구문분석   [2행] …, producing beef  requires huge 

amounts of  water, because all of  the grains [(which/

that) cows eat] need water to grow.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므로, 단수 동사 requires가 왔다.  

[ ]는 all of the grain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행] Perhaps the worst news of  all is [that one of  

the most delicious items {(which/that) we can buy}, 

chocolate, is also one of  the most water-demanding].

S V

S′

V′

[ ]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 }는 the most delicious 

item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chocolate은 that절

의 주어 one과 동격이다.

[9행] So one of  the best ways for us [to save water] is 

actually to pay closer attention to [what we buy]. 
첫 번째 [ ]는 the best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구이며, for us는 to save의 의미상 주어이다. 두 번째 [ ]는 전치

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여기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

는 관계대명사이다. 

5  ②

해석�  우리의 유전자가 성별과 눈 색깔 같은, 우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울증이 집안 

내력일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 우울

증이 우리의 DNA에 의한 것인지 가족 환경의 결과인지는 최근

까지 수수께끼였다. 우울증 질환 유전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우리 직계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질환이 있다면, 우

리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두 배, 혹은 심지어 세 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조울증을 겪는 개인들의 절반 정도가 우울증 질환 병

력을 지닌 부모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울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의 발병

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풀이  특정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② ‘사람들은 우울증 질환이 

생길 경향을 물려받는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우울증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③ 특정 DNA는 우울증 질환 발병을 예방한다. ④ 사람들은 과거보

다 현대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⑤ 일부 가족은 우울증 질환

에 면역력을 유발하는 특정 DNA를 물려준다.

구문분석  [1행] It isn’t news [that our genes determine 

many things about us, such as our gender and eye 

color].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2행] The fact [that depression can run in families] isn’t 

news either.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S V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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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

해석  늑대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사슴들은 때때로 만성 소모

성 질환(CWD)이라고 불리는 병을 앓는다. 하지만, 최근에 늑

대가 되돌아온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슴 개체군이 CWD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Yellowstone 국립공원

에 있는 들소와 엘크와 같은 큰 방목 동물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

로 살았었다. 그들을 쫓는 포식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보

통 그곳에 마지막으로 남은 식물까지 모조리 먹어 치울 때까지 

같은 지역에 머물렀다. 하지만, 늑대가 그 공원에 재투입된 후에, 

방목 동물들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이리저리로 옮겨다녀

야 한다. 결과적으로, 식물들은 다시 자라나서 번성하고 있다. 이

것은 결국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다른 동물들도 돌아오도록 해 

주었다.

⇨ 늑대와 같은 포식동물들은 생태계에서 생명체의 균형을 유지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풀이  늑대와 같은 포식동물들이 생태계 내의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해 준다는 내용의 글이다.

구문분석  [1행] Deer [living in a region {where there are  

no wolves}] sometimes experience a condition [called 

chronic wasting disease (CWD)].

l iv ing이 이끄는 [ ]는 Deer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 }는 

a regi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called 이하의 [ ]는 a 

condit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9행] This, in turn, has allowed other animals [that rely 

on the vegetation for food] to return as well.

has allowed는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이다. 「allow+O 

+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 ]는 other animals를 선

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  ④

해석  1903년 어느 날, 화학자 Edouard Benedictus가 유

리 용기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닥에서 깨졌다. 하지만, 놀랍게

도, 그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다. Benedictus는 그 용기

를 살펴보았고 그가 그것을 콜로디온 용액으로 채웠을 때 (그릇) 

내부에 남은 얇은 막을 발견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

아, 그는 신문을 읽다가 자동차 충돌사고에 관한 한 기사를 우연

히 접하게 되었다. 차 안의 승객들은 자동차의 앞유리가 산산 조

각이 나서 그들을 베었을 때 심하게 다쳤다. 자신의 깨진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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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내면서, Benedictus는 자동차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거기에 특수한 코팅 막이 이용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세계 최초의 

안전유리 개발에 성공했다.

문제풀이  한 화학자가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발명품을 고안하게 된 

일화를 다룬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우연한 발견이 새로운 제

품으로 이어지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안전유리가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오다 ② 자동차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장치들 ③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

상 극복하기 ⑤ 안전유리는 일반 유리와 어떻게 다른가

구문분석  [7행] [Remembering {what had happened to 

his broken container}], Benedictus got the idea [that a 

special coating could be used on windshields to prevent 

them from shattering].

Remembering이 이끄는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Remember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that 이하는 the ide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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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이다.

8  ①

해석  검역은 국가 간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 돕기 

위해 공항에서 시행된다. 이러한 관행은 유럽 대륙 인구의 3분

의 1을 사망하게 한 끔찍한 흑사병이 있었던 14세기 유럽에

서 시작됐다. 1377년에, 최초의 검역법이 오늘날 Croatia의 

Dubrovnik로 알려진 Ragusa 시에서 통과되었다. 흑사병 지

역에서 도착한 모든 배는 선원들 중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격리돼야만 했다. 이후에, 배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40일로 정해졌다. 그러한 특정 기간을 선택한 것에 

과학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현대적인 개념의 검역

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여기에서 실제로 ‘격리’라는 단어가 비롯

되었는데, Ragusa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도시이고, 40은 

이탈리아어로 ‘quaranta’이다. 

문제풀이  오늘날 공항에서 시행되는 검역이 14세기 유럽에서 흑사

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① ‘검역 관행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현대 사회의 검역의 한계 ③ 검역 시행의 이점 ④ 검역

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법 ⑤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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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3행] …, during the time of  a horrific plague 

[that killed one-third of  the continent’s population].

[ ]는 a horrific plagu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행] All ships [arriving from plague areas] had to 

remain isolated until it was certain [that none of  the 

crew members were infected].

arriving이 이끄는 [ ]는 All ship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it은 

가주어이고 that이 이끄는 [ ]가 진주어이다.  

9  ①

해석  수년간, 심한 시차증을 겪는 사람들은 단기 기억력에 문제

가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단기간에 많은 장거

리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은 열쇠를 잃어버리

고 호텔방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흔히 보고

한다. 한 연구원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여러 번의 대서양 횡단 비

행을 한 후에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호기심이 생겨, 그는 시차

증이 뇌 기능, 특히 기억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로 결심했다. 그는 심한 시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정밀 

촬영했고 그 이미지들을 여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것과 

비교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시차증이 사람들의 뇌세포에 손상을 

야기했으며 그들의 뇌 일부가 심지어 줄어들어 있었음을 보여 주

었다.

⇨ 최근의 한 실험에 의하면, 시차증은 일종의 뇌 손상을 초래하

고 단기 기억 능력 감퇴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풀이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겪는 시차증이 뇌세포

에 손상을 일으켜 단기 기억 능력을 감퇴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구문분석  [2행] For example,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who travel on many long-distance flights in a short 

period] often report things like losing their keys and 

being unable to … .
[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인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를 수식하며, 동사는 report이다. 전치사 like의 목적어로 losing과 

be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구가 쓰였다.

[7행] (Being) Intrigued, he decided to study [how jet 

lag affects brain functions, especially memory].

Intrigued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되었

다. [ ]는 study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

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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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 He scanned the brains of  people [suffering from 

serious jet lag] and compared the images to those of  

people [who had not traveled at all].

문장의 동사 scanned와 compared가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suffering이 이끄는 현재분사구 [ ]와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

는 [ ]는 각각 앞의 people을 수식한다. 「not … at all」은 ‘전혀 … 

않다’의 의미이다.

UNIT 05
빈칸 추론

기출 깨뜨리기 p.38

해석  시선 행동이 연구되어 온 모든 문화권에서, 과학은 지배적

인 사람들이 그것(시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자유를 갖

는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하급자들은 

그들이 어디를 볼 수 있고 언제 볼 수 있는지에 있어서 더 제한된

다. 겸손은 교회에서처럼 왕족이 있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도록 

지시한다. 일반적인 규칙처럼, 하급자들은 지배하는 사람들을 멀

리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배자들은 하급자들을 시각적

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더 낮은 지위의 사람들

은 그들의 시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되는 반면, 더 높은 지

위의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 있다. 왕은 누구든지 그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쳐다보지만, 모든 신하들은 방에서 물러

날 때도 왕 쪽을 향한다.

구문분석  [1행] In all cultures [in which eye-gaze 

behavior has been studied], science confirms [that 

those {who are dominant} have more …].

in which 이하는 all cultures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대명

사」절로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that 이

하는 confirms의 목적절이며 { }는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절이다.

[4행] …, subordinates are more restricted in [where 

they can look and when (they can look)].

S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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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이며, when 뒤에는 

they can look이 반복을 피하여 생략되었다.

어휘  gaze 응시, 시선; 바라보다, 응시하다   dominant (상대적으로) 권

력이 있는, 지배적인; 우세한 것   subordinate 하급자, 부하   restrict 제

한하다, 한정하다   humility 겸양, 겸손   dictate 지시하다, 명령하다   in 

the presence of …가 있는 데서   royalty 왕족   bow (허리를 굽혀) 

절하다, (고개를) 숙이다   attentive  신경을 쓰는, 주의를 기울이는   

subject 주제, 대상; *신하   face 향하다, 마주보다   back 뒤로 물러서다

이렇게도 나왔다 p.39

정답  ⑤

해석  과학에서, 우리는 어떤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다. 우리가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설을 

거부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실험은 어떤 이론이 

옳다는 것을 결코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실험이 할 수 있

는 것은 오직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모든 다른 이

론들을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 뿐이다. 예를 

들어, 때때로 여러분은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즉, 과

학은 진화론을 결코 증명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다. 그 말이 사실이지만, 과학이 결코 어떤 이론도 분명히 사실이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만 그렇다. 하지만 진화론은 

다른 경쟁적인 이론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막대한 양의 설

득력 있는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래서 진화론이 증명되지 못하

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진화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이론이다.

문제풀이  과학은 어떤 이론이 사실임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고, 다른 

경쟁 이론들이 틀리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는 ⑤ ‘오직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과학자들이 사실이 아닌 데이터 사용을 인정하다 ② 연

구원들이 그들의 방법을 기록하다 ③ 사람들이 그들의 원래 가설로 

돌아가다 ④ 이론들이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All [(that) we can do in science] is use 

evidence to reject a hypothesis.
[ ]는 All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reject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7행] But the theory of  evolution has assembled an 

enormous amount of  convincing data [proving {that 

other competing theories are false}].
[ ]는 convincing data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 }는 proving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S V

어휘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theory 이론   evidence 증거   

reject 거부하다, 거절하다   hypothesis 가설   experiment 실험  

directly 곧장, 똑바로   indirect 간접적인   support 지지, 지원   

evolution 진화   positively 긍정적으로; *분명히   assemble 모으다   

enormous  막대한, 거대한   convincing  설득력 있는, 확실한   

compete  경쟁하다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문제] 

document 기록하다     

1 ②   2 ①   3 ③   4 ④   5 ②   6 ④

적용독해� p.40

1  ②

해석  어려운 일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들의 잠재의식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긍정적인 결과에 초

점을 맞춘다. 한 젊은 황소 타기 선수가 이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잠재의식의 힘을 증명했다. 황소 타기에서, 목표는 8초 간 황소 

위에서 버티는 것이다. 그가 일을 시작한 초기에, 그는 너무 빨리 

내동댕이쳐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리고 황소를 탈 

때마다, 그는 고작 2초 만에 내동댕이쳐지곤 했다. 어느 날, 잘못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는 대신, 그는 잘될 수 있는 일, 즉 

그가 벌게 될 모든 돈과 그가 매료시킬 모든 팬들에 대해서만 생

각하기로 결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날 8초 간 황소 위에

서 버텼고, 지금 그는 미국의 황소 타기 챔피언이다.

문제풀이  부정적인 결과만 걱정해서 황소 타기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황소 타기에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실제로 그 결과가 좋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긍정적인 

결과’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과거의 우승 ③ 많은 돈을 벌기 ④ 그들의 목표를 포기

하기 ⑤ 그들의 걱정거리를 줄이는 방법

구문분석   [1행] People [mentally preparing for a 

challenge] often focus on a positive outcome so that 

their subconscious minds will propel … .
[ ]는 People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so that+S+will」은 ‘…

가 ~하도록’의 의미이다.

[7행] …, he decided to think only about what could go 

right, [all the money {he’d earn} and all the fans {he’d 

at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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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uld go right와 [ ]는 동격이다. { }는 각각 all the money

와 all the fan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2  ①

해석  익숙지 않은 잠자리에서의 수면은 힘들 수 있다. 사실상, 새

로운 환경으로 인한 수면 문제는 ‘첫날밤’ 효과로 불린다. 연구원

들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 뇌의 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반구(우뇌)는 숙면을 취하지만, 좌반구(좌뇌)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좌반구(좌뇌)의 역할 중 하나

가 우리가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첫날밤 효과는 야간 근무를 하는 일종의 내

장된 경비원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으면, 우리를 깨

운다. 이러한 기제는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들로 가득 찬 정글에서 

잠을 잤을 때는 아마도 꽤 유용했을 테지만, 우리가 호텔 방이나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낼 때는 정말 불편할 수 있다. 

문제풀이  빈칸 뒤에서 ‘첫날밤’ 효과가 야간 근무를 하는 일종의 내장

된 경비원이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① ‘경계태세를 유지하다’가 가

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게으른 상태로 있다 ③ 우리를 차분하게 하다 ④ 호르

몬을 생산하다 ⑤ 정보를 처리하다 

구문분석  [1행] In fact, sleep problems [caused by new 

surroundings] are referred to as the “first night” effect.

[ ]는 sleep problem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be referred 

to as ...」는 ‘…로 불리다’의 의미이다. 

[7행] …, the first-night effect is a sort of  built-in 

security guard [working the night shift]. 

[ ]는 security guard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3  ③

해석  ‘시스템 사고’란 사물들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그것들이 전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능력을 일컫는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시스템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부분을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각각의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반드시 

전체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단 한 부분

을 더 좋게 바꾸는 것이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교통 문제가 있는 작은 도시를 상상해 보라. 전체 

상황을 보기보다, 도시 행정부는 그저 도로를 더 많이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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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이 새로운 도로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외

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 해결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교외의 무분별한 팽창을 가능하게 했고 교통 체증을 

증가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시스템 사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문제풀이  문제의 일부분만을 개선하여 전체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

적으로 돌아가게 된 예시를 통해, 부분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사고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전체 시스템을 덜 

효율적으로 만들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관련 없는 과정들을 무시하다 ② 필요한 부분의 수를 

증가시키다 ④ 제한된 부문에 작은 발전을 야기하다 ⑤ 시스템을 두 

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나누다

구문분석  [1행] “Systems thinking” refers to the ability 

[to see how things work as a whole rather than just 

looking at their separate parts].
[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rather than …」은 ‘…보다는’의 의미이다.

[4행] However, improving each sec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ve improved the whole.
동명사구 improving  each  sect ion은 단수취급한다. 「not 

necessarily …」는 부분부정으로 ‘반드시 …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mean 다음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4  ④

해석  여러분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일이 서로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한, 대부분

의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악가들은 악보를 읽고 동

시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그들은 악보를 읽기 위해 시각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 신체적인 반응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들은 그것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언어에 대한 우리의 집중이 운전에 대한 우

리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이 유사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두 가지 일은 모두 언어의 

사용에 기반하고 있어,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다.

문제풀이  빈칸 뒤의 예시들을 통해 서로 다른 영역의 집중력이 요구

되는 경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서로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요구하다’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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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하나의 더 큰 일의 일부이다 ② 더 많은 집중력으로 행

해지다 ③ 신체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다 ⑤ 그것들을 수행하는 사

람에게 친숙하다

구문분석  [8행] …, most people find it impossible [to do 

two similar things at once, …].

i t은 f i nd의 가목적어, to  do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형용사 

impossible은 목적격보어이다.

5  ②

해석  오늘날, 매체는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 같다. 이

러한 여론조사들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한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인 지름길일 거라고 믿으며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평가에 유용하다. 여론조사가 만들어 내는 간단한 비율과 

백분율은 믿을만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여론조사를 부정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잠재적인 위

험들이 있다. 만약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 역시 그런 방향으로 편향되기 쉽

다. 또한, 그 질문이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지 않는다

면, 그 결과가 모든 집단들을 대변한다고 여겨질 수 없다. 비록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너무 많이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문제풀이  글 중반의 However 이하부터 필자는 여론조사의 신빙성

을 해치는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그것들을 너

무 많이 신뢰하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다 ③ 그것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다 ④ 그것들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다 ⑤ 그것들에 응답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다

구문분석  [2행] These polls are good for ratings because 

people pay attention to their results, believing them to 

be scientific shortcuts to understanding the truth about 

an issue.

b e l i e v i n g  이 하 는  부 대 상 황 을  나 타 내 는  분 사 구 문 이 며 , 

understanding 이하는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다.

[6행] If  the person [writing the questions {used in the 

poll}] is biased, … .

[  ]는 t he  perso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고, { }는 t he 

question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6  ④

(= their results)

S′

V′

해석  고대 그리스 희곡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

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가장 인정받는 이론들 중 하나는 미

신적인 의식이 점차 희곡으로 발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 자연의 예측할 수 없는 요소

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가 원하던 결과

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러한 의식들은 흔히 음악과 춤을 그 특

징으로 삼았는데, 가면을 쓰고 의상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무대

에서 공연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그 의식들을 만들어 낸 

미신들과 신화들은 지식에 의해 그것들의 오류가 증명됨에 따라 

사라졌다. 이런 공연들에서 남겨진 것들은 현대 예술과 희곡의 

많은 부분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문제풀이  자연의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행

해졌던 미신적인 의식들이 희곡의 기초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미신적인 의식이 점차 희곡으로 발달하였다’가 가장 적

절하다.

오답풀이  ① 외국 문화가 그리스인들에게 희곡을 가져다 주었다 ② 

희곡은 현대 종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③ 고대 사람

들은 희곡을 생각을 전달하는 데 사용했다 ⑤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

은 생계수단이었다

구문분석  [1행] The exact origins of  drama in ancient 

Greece are unknown, but many theories have been put 

forth.

have been put forth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수동태이다.

[6행] These rituals often featured music and dance, 

with masked and costumed people performing on 

stage.
「with+O+v-ing」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한 

채로’의 의미이다.

[7행] …, the superstitions and myths [that originally 

created the rituals] disappeared as they were … .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주어 the superstitions and myths를 선

행사로 하며, 동사는 disappeared이다. as는 ‘…함에 따라’라는 뜻

의 접속사이다.

MINI Q .

2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수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첫날밤’ 효과)

4 to do two similar things at once
6 the superstitions and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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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6
연결사 추론

기출 깨뜨리기 p.44

해석  석유와 가스 자원은 수백만 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기인하

여 지질학적으로 묻혀 있는 것이므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후 변화는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지역

들을 폐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덮여 있는 얼음의 양을 감소시

킴으로써 북극 지역의 탐사 가능성을 높여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가 이러한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후 

변화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석유와 가스 매장량 및 알려지거나 잠재된 자원들이 새

로운 기후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 실제적인 탐사의 난제는 1월에 기온이 영하 20℃

에서 영하 35℃에 이르는 극한의 환경 조건 하에서 석유에 접근

하여, 산출하고, 배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온난화는 극한의 

환경 조건을 완화하여, 생산 접경 지역을 넓혀 줄 수도 있다.

구문분석  [1행] ... because they result from a process [that  

takes millions of  years] and are geologically trapped. 

result from과 are trapped는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다. [ ]는 a proces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5행] Thus, while climate change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oil and gas reserves and known or potential 

resources could be affected by new climate conditions, 

since climate change may affect … .

while은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하는 반면에’의 의미이다. 주어

는 oil … potential resources이고, 동사는 could be affected

이다.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어휘  impact 영향을 주다   geologically 지질학적으로   shutting 

down 폐쇄   exploration 탐사   reserve pl. 매장량   potential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challenge 과제, 난제   temperature 온도, 

기온   frontier 국경; *(미개척지와 개척지의) 접경

이렇게도 나왔다 p.45

정답 ④

해석��어업은 가장 분명한 바다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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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물고기와 

조개류는 그들의 주식을 이룬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물고기에 의

존한다. 어업을 경제 활동 면에서 보면, 세계 어장의 가장 큰 부

분은 상업적인 어업이다. 상업적인 어부들에 의해 잡히는 물고기

는 연어, 참치, 조개, 그리고 오징어 같이 다른 먹을 수 있는 종을 

포함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해산물을 전 세계의 식료품점, 식

당, 그리고 마을 시장에서 사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공급은 무

한하지 않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물

고기 개체 수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서의 어획

량은 2003년 8천 백만 톤에서 2010년 1억 4천 8백만 톤으로 

증가했다. 

문제풀이��(A)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구체

적인 부연 설명이 나왔으므로, In fact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 (B) 사람들은 손쉽게 수산물을 사지만, 공급은 무한하지 않다고 했

으므로,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Fish [caught by commercial fishermen] 

include salmon, tuna, shellfish and other edible species 

such as squid.
[ ]는 Fish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행] Consumers are used to buying these seafoods in 

grocery stores, restaurants, and … .
「be used to v-ing」는 ‘…하는 데 익숙하다’의 의미이다. 

어휘���obvious 분명한, 명백한   coastal 해안의   shellfish 조개류   

make up …을 이루다[형성하다]   in terms of … 면에서, …에 관하여   

segment 부분   fishery 어장   commercial 상업의   salmon 연어   

edible 먹을 수 있는   squid 오징어   supply 공급   infinite 무한한   

swell 부풀다; *증가하다, 늘다   demand 수요   intense 극심한, 강렬한   

pressure 압박, 압력

1 ⑤   2 ③   3 ④

적용독해� p.46

1  ⑤

해석��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가운데 있는데, 이 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되었던 전자 기술과 자동화 생산의 채

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 같은 

과학 기술을 포함한다.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속도는 전례가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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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선형 속도로 진행되었던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인간 노동을 기계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세계 소득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 노동자들을 쫓아낼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이 노동자들과 

기업 소유주 사이의 더 큰 소득 불균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반

면에, 이러한 이동은 잠재적으로 더 안전하고 수익이 더 많이 나

는 직업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사는 가장 그럴듯한 결과

는 이 두 가지 가능성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풀이��(A) 제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이 빈칸 뒤에 나오므로, 

In addition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빈칸 앞뒤에 제4

차 산업혁명의 문제점과 그 이점이 이어지므로, 역접의 연결사인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We are now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uilding upon the 

adoption of  electronics and automated production [that 

characterized the Third] and includes technologies ... .

which는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 ]는 electronics and 

automated produc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is 

building과 includes가 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4행] The rate [at which this revolution is occurring] is 

unprecedented.
[ ]는 The rate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절」이다.  

[11행] It’s impossible [to know exactly {what the future 

holds}], … .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구 [ ]가 진주어이다. { }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2  ③

해석  나무는 해마다 성장하면서, 한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더는 그것의 확장하는 부피를 에워쌀 수 없는 나무껍질의 층을 

벗어 버린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불쾌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방어물을 

벗어 버린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성장해서 자신

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장과 변화의 섬세한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거친 

나무껍질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어물들은 힘든 시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를 치료하고 세상에 다시 맞설 준비를 하게 

S V

해 준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 다시 온전해지면, 

우리는 이 방벽들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삶

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풀이  (A) 나무가 용도를 다한 나무껍질을 벗듯이 사람들도 자신

의 방어물을 벗어 버린다는 문맥이므로, 유사성의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어구 In the same way가 적절하다. (B) 우리가 방벽들을 버리

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맥이 적

절하므로 Otherwis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 people eventually outgrow the 

defenses [that they develop to shield themselves …].

[ ]는 the defense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shield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3  ④

해석��우리가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웹사이

트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범죄자들이 우리의 이동 경로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취를 남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들은 아마도 그 데이터가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2014년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그리고 구글은 누가 그것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밝히면서, 요

청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따르

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 요청은 2014년 하반기의 35,051에서 

2015년 상반기의 41,214로 증가했다. 미국 법집행 기관들이 

이러한 요청의 대다수를 했는데, 그들은 사용자의 이용 계정 상

세 정보와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반면에, 기업들은 사

용자들이 만들어 내고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데, 

그 정보가 기업들이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들을 개발하게 해주

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A)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할 때마다 여러 집단이 그들

의 활동을 추적 가능한 데이터 자취를 남긴다는 내용이 오고 뒤에 그

러한 일이 발생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므로 

However가 적절하다. (B) 미국 법집행 기관들과 기업들이 서로 다

른 정보를 요청한다고 했으므로,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 [1행] …, we leave a trail of  data [that can 

be used by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even 

cyber-criminals to track our movements and online 

activities].
[ ]는 a trail of data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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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6행] … began releasing information about requested 

data, shedding light on [who wants it and why].

shedd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11행] Corporations, …, want information on the 

content [that users create and share], because it allows 

them to develop more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 ]는 the conten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allow+ 

O+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MINI Q .

2 defenses, barriers

UNIT 07
지칭 추론

기출 깨뜨리기 p.48

해석  Paul Odland 박사와 그의 친구 Bob은 남미로 자주 여

행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한 가정의 장애 어린이들에게 무

료로 의료 행위를 베푼다. 어느 날 그들은 한 현지 시장에 갔다. 

Paul은 몇 가지 기념품을 사고 싶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조각

품을 발견했다.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판매원은 그 조각품에 대

해 500페소를 요구했다. Bob이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Paul은 300페소를 제안했고 그의 상대는 450페소를 제안했

다. Paul이 자신의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판매자가 천천히 가격

을 내리면서 시끄러운 시장에서의 흥정은 활기를 띠었고, 심지

어는 치열해졌다.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 Bob은 오가는 통역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사이, 판매자를 주의 깊게 살피던 Paul

은 Bob의 통역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다. 사실 판매자는 

Paul의 마지막 제안보다도 더 내려가 있었다. Paul이 자신의 

의구심을 제기하자, Bob은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는 자신의 통

역을 바로잡았다. 마침내 그들은 거래를 성사시켰고, 그는 적절

한 가격에 그 조각품을 사게 되어 기뻐했고 Bob에게 고마움을 

V′

O′ O.C.′

표했다.

구문분석  [1행] Dr. Paul Odland and his friend Bob travel 

frequently to South America, where they provide 

free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children of  poor 

families.

where는 South America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

사이다. 

[5행]  With Bob acting as interpreter, Paul offered 300 

and his opponent proposed 450.
「with+O+v-ing」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하

면서’의 의미이다. 

어휘  treatment 치료   souvenir 기념품   spot 발견하다   carving 

조각품   interpreter 통역사   opponent (게임·논쟁 등의) 상대   

spirit 정신, 영혼; *기운나게 하다   intense 치열한   keep up with …

을 따라잡다   back-and-forth 앞뒤로 움직이는, 왔다갔다 하는   at 

length 마침내   settle the deal 거래를 성사시키다   reasonable 적

절한, 비싸지 않은

이렇게도 나왔다 p.49

정답  ⑤   

해석��1972년 여름에, 배우 Anthony Hopkins는 George 

Feifer의 소설 <The Girl from Petrovka>를 토대로 한 영

화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을 했다. 그것이 그가 그 책 한 권을 사

기 위해 런던에 간 이유이다. 유감스럽게도, 런던의 주요 서점 

중 어느 곳에도 그 책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는 길에, 

Leicester Square 지하철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그는 

옆 좌석에 놓여 있는 버려진 책 한 권을 봤다. 그것은 <The Girl 

from Petrovka> 책이었다. 마치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충분하

지 않은 것처럼, 더한 일이 잇따라 있었다. 이후에, 그가 저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Hopkins는 그에게 이 이상한 일에 대

해 말했다. Feifer는 흥미를 보였다. 그는 Hopkins에게 1971

년 11월에 자신이 친구에게 그 책 한 권을 빌려 주었고 그 책은 

Feifer가 미국판 발행을 위해 영국 영어를 미국 영어로 옮기는 

것에 대해 메모를 해 놓았던 아주 특별한 책이었는데, 그의 친구

가 그 책을 런던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Hopkins가 발견했

던 그 책을 빨리 확인해보니 Feifer의 친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풀이��⑤의 his는 책의 저자인 Feifer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

두 Hopkins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 [1행] …, the actor Anthony Hopkins was 

signed to play a leading role in a film [based on 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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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fer’s novel The Girl from Petrovka].
[ ]는 a film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5행] …, [waiting for an underground train at Leicester 

Square tube station], he saw a discarded book [lying 

on the seat next to him].

waiting이 이끄는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lying 

이하는 a discarded book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어휘�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underground train 지하철   

tube (런던의) 지하철   discard 버리다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author 작가, 저자   occurrence 발생; *사건, 생긴 일   unique 유일무

이한, 독특한; *(아주) 특별한   mislay 제자리에 두지 않다; *잃다

1 ⑤   2 ③   3 ④

적용독해� p.50

1  ⑤

해석  모래 폭풍은 전 세계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흔하지만, 모든 

폭풍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모래 폭풍이 특히 강력할 때, 그것들

은 아랍어로 ‘haboob’이라고 일컬어진다. 그것들은 아프리카

의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에서 자주 발생한

다. 미국도 그것들을 겪는데, 대개 Arizona 주에서이다. 그것들

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상당히 커서, 폭이 100킬로미터까지 측

정되고 높이가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것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불 수 있으며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

다. 때때로 폭풍은 비를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그 빗방울은 지상

의 관찰자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땅에 도달하

기 전에 증발하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⑤의 they는 앞에 나온 the raindrops를 가리키지만, 나

머지는 모두 haboob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2행] …, but not every storm is the same.
「not every …」는 부분부정으로 ‘모든 …가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

이다.

[7행] The winds [that they bring] can blow at speeds as 

high as 50 kph and can be very damaging.
[ ]는 선행사 The wind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as+형용사+as」는 원급비교 구문으로 ‘…만큼 ~한’의 의미이다.

2  ③

해석��전 세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15억 명이 있

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7억 5천만 명이 있다. 

그러나, SunSaluter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것은 조절 가능한 태양 전지판과 그것의 동쪽 끝에 컨테이너가 

달려있는 장치이다. 컨테이너는 오전에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것은 전지판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물은 컨테이너 바닥의 구멍에서 천천히 빠져 나와서, 전지

판은 계속해서 태양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이 물은 또 다른 컨테

이너로 흘러 가는데, 그것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화하는 여

과 장치가 있다.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장치가 에너지와 식수 모

두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장치는 하루 내내 그것의 태양 전지판

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태양 전지판보다 30퍼센

트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매일 4리터의 식

수를 생산한다.    

문제풀이� �③은 the  water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the 

SunSaluter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4행] The container is filled with water in the 

morning, [causing the panel to face the rising sun].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cause+O+ to-v」는 ‘…가 ~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7행] This water flows into another container, which 

has a filter [that purifies the water so (that) it can be 

consumed].

which는 another container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

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 ]는 a filt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so (that)+S+can ...」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

다. 

3  ④

해석  이미지를 인식하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은 피실험자들에게 

600개 이상의 그림을 한 번에 하나씩 보여 준 한 실험에서 증명

되었다. 그들이 그 그림들을 보고 난 후, 테스트의 일환으로 68

쌍의 그림들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다. 각 쌍의 그림은 그들이 앞

서 보았던 수백 개의 그림들 중 한 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다

음에 그들은 어떤 것이 이미 보았던 그림인지를 가리키도록 요구

받았고 96.7퍼센트의 성공률로 가리킬 수 있었다. 두 시간이 지

난 후, 연구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쌍의 그림들을 보여 주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원래 600개의 그림에서 나온 것인지 질

문을 받자, 그들은 이번에는 99.7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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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대답했다. 며칠 후 시행된 비슷한 인지 실험에서, 그들은 여

전히 정확한 그림들을 골라낼 수 있었다.

문제풀이  ④의 them은 피실험자들에게 보여 준 그림들을 가리키

며, 나머지는 모두 피실험자들을 가리킨다.

구문분석  [1행] Our amazing ability to recognize images 

was illustrated in an experiment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

to recognize images는 Our amazing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

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an experiment를 선행사로 하

는 「전치사+관계대명사」절로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

어 쓸 수 있다.

[7행] When (they were) asked [which of  them came 

from the original 600 pictures], they answered … .

When 다음에는 they were가 생략되었는데, 시간의 부사절에서 주

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주어+be동사」가 종종 생략된다. [ ]

는 which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으로 동사 ask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MINI Q .

3 they were

UNIT 08
분위기·심경 추론

기출 깨뜨리기 p.52

해석  나는 자선 소풍에 자원했는데, 그곳에 제시간에 가야 했다. 

자선 단체의 회장인 Green 여사가 혼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Lily는 “엄마, 오늘은 가고 싶지 않

아요. 올해에 다섯 번이나 넘게 자원봉사를 했잖아요.”라고 투정

을 부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식사를 했다. 나는 “Lily, 

우리가 지난달에 Green 여사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던 것 기억

나지 않니? 가서 옷을 챙겨 입으렴.”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재촉

했다. 나는 문 옆에 서서 내 시계를 가리켰다. Lily는 천천히 스

웨터를 입고, “저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Green 여사가 오늘 소풍을 위

해 할 일이 많다는 것 모르니?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

각하기 시작할 때란다.”라고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점점 커지고 있었다.

구문분석  [1행] I had volunteered for the charity picnic, 

and I needed to be there on time.
자선 소풍에 자원한 것이 소풍이 있는 날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

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volunteered가 사용되었다.

[9행] It’s time you started thinking about other people.
「it’s time+S+가정법 과거」는 ‘…가 해야 할 때이다’의 의미로 과거

동사 started 대신에 should start를 쓸 수 있다.

어휘  charity 자선 (단체)   on time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각에   urge 

재촉하다   pull on (옷·신발 등을) 입다   patience 인내(력), 참을성

이렇게도 나왔다 p.53

정답  ⑤

해석  3일 동안 인부들이 깨끗한 물을 계속 찾고 있었고 그 시

간 내내 Nya의 집 주변은 드릴 소리로 가득했다. 사흘째 오후

에, 시추(試錐) 작업장의 인부들은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책임자가 지시를 외치는 동안 재빨리 움직였다. Nya와 다른 아

이들은 (시추 작업장)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심지어 어른들도 일

하던 것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왔다. 갑자

기, 쉭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지면의 구멍에서 물줄기가 치솟기 시

작했다. 마침내 새로운 물이었다! 사람들은 물줄기가 공중에 높

이 치솟자 환호했다. 한 여성은 심지어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

했다. Nya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손뼉을 쳤다. 하지만 땅에서 

솟구치는 물을 다시 본 후 Nya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 물은 더

러웠고 갈색빛이었다. 그것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풀이  Nya는 시추 작업장에서 새로운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을 

보며 ‘들떠’ 있었지만, 그 물이 깨끗하지 않고 진흙이 섞인 탁한 물이

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을’ 것이다.

구문분석  [1행] Workers had been looking for clean 

water for three days, and all that time the sound of  

drilling had filled the air around Nya’s home.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사흘 전부터 시추 작

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과거완료 진행형 had been looking for가 

쓰였다. had filled는 과거 이전 시점부터 과거까지 있었던 상태의 계

속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시제이다.

[4행] …, and even the adults stopped wor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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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to see [what was going on].
「stop v-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이다. to see 이하는 목

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어휘  site 위치, 현장[부지]   call out 외치다   whoosh 쉭 하는 소리   

gush (액체가) 솟구치다   cheer 환호하다   celebration 기념, 축하   

clap 손뼉을 치다   frown 얼굴을 찡그리다   [문제] concerned 걱정하

는   disappointed 실망한

1 ①   2 ①   3 ②

적용독해� p.54

1  ①

해석  우리가 들판을 향하여 운전할 때, 나는 Blue Sky Tours

의 간판을 발견했다. 들판 주변에 세워진 몇몇 열기구 회사들이  

있었지만, Blue Sky 사(社)의 열기구들이 제일 컸다. 우리가 도

착했을 때, 우리의 열기구는 부풀어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

기에,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전에는 열기구에 타

본 적이 없었기에 (열기구 아래 붙은) 바구니에 탈 때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었고 다섯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간에는 거대한 토치가 있었고, 조종

사가 불길을 올리자 우리는 서서히 공중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경관은 아주 훌륭했다. 우리는 우리가 운전해 온 길과 밤을 보낸 

마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온통 높은 

산들과 끝없이 펼쳐진 녹색 들판뿐이었다.

문제풀이  처음으로 타보는 열기구에서 훌륭한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① ‘들뜬’ 심경일 것이다.

구문분석  [4행] [Having never been in a hot-air balloon 

before], my heart was pounding as I climbed into the 

basket.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열기구를 타보지 못한 것은 주

절의 시제보다 이전의 일이므로 완료형 분사구문인 「having+p.p.」

가 쓰였다.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8행] We could see the road [(which/that) we had 

driven on] and the village [in which we had spent the 

night].
첫 번째 [ ]는 the road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in which 이하의 [ ]는 the village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

대명사」절로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9행] And all around us were tall mountains and 

endless fields of  green.
부사구 all around us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2  ①

해석  아침 6시 30분이고, Jones 가족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

다. 임신 5개월인 Charlene은 생후 10개월 된 아이인 Brian

에게 바나나와 시리얼을 먹이고 있다. 갑자기 2살 난 Roger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애완견 Jules가 그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이다. Charlene은 짖는 개를 서둘러 뒷마당으로 쫓아내고는 

Roger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는 내내 Brian

이 음식을 씹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계속하여 “Open, Shut 

Them”을 불러준다. 그녀의 남편 Jim이 미친 듯이 셔츠 단추

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서 방에 들어온다. 새 기저귀를 

찬 Roger가 그에게 뒤뚱거리며 걸어가 다리를 붙잡는다. “미안, 

지금은 너하고 놀아줄 수가 없구나,”라고 Jim이 Roger에게 말

한다. “나 또 회사에 지각이야.”

문제풀이  어린아이 두 명을 돌보며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어

느 가족의 아침 풍경을 묘사한 글로, ① ‘시끌벅적하고 분주한’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다.

구문분석  [1행] Charlene, [who is five-months pregnant], 

is feeding bananas and cereal to Brian, her ten-month-

old child.
[ ]는 주어 Charlene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Brian과 her ten-month-old child는 동격이다.

[7행] Jim, her husband, enters the room, [frantically 

trying to button his shirt and (to) tie his tie].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접속사 and에 의해 두 개

의 to부정사가 병렬 연결되었다.

3  ②

해석  Sam이 앉아 있던 그 의자는 매우 불편했지만, 아마도 그

것은 그가 지난 두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

다. 그의 앞에 있는 탁자는 그가 건드릴 때마다 흔들려, 식은 커

피가 반쯤 담긴 커피잔을 이리 저리 움직이게 했다. 그는 앉아서 

벽을 빤히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는 안경을 닦았

고, 양복의 먼지를 털어 냈으며, 더는 휘파람을 불 노래가 생각나

부사구 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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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때까지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그에게 책이나 읽을거리

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자를 약간 뒤로 밀면서, 그는 만

약 낮잠을 자기 위해 탁자 위에 다리를 얹는다면 탁자가 그의 다

리를 지탱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문제풀이 할 일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이므로, ② ‘지루한’ 심경

일 것이다.

구문분석  [4행] There was nothing to do but sit … .

but은 ‘… 외[밖]에’의 의미인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6행] He wished he had a book … .
「S+wish ...」 구문으로 말하는 시점과 반대되는 상황의 소망을 나타

내는 가정법 과거이다.

[7행] ..., he wondered if the table would support his 

legs if he rested them on top of  it so (that) he could 

take a nap.
첫 번째 if는 종속접속사로 ‘…인지 어떤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절을 

이끌고, 두 번째 if는 ‘…한다면’의 의미를 가진 조건의 부사절을 이끈

다. 「so (that)+S+can ...」은 ‘~가 …할 수 있도록, ~가 …하기 위

해서’의 의미이다.

REVIEW TEST  02 p.56

1 ④ 2 ④ 3 ① 4 ③ 5 ① 6 ②

7 ④ 8 ④ 9 ③

1  ④

해석��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정과 배려를 가

지고 태어나고, 이러한 도덕적 핵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조차 있다. 

교육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기심이 거의 사라지도록 한 개인의 

정의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사회 집단에 관한 한, 이

러한 수준의 도덕성은 성취하기 굉장히 어렵다. 개인의 도덕성에 

비교했을 때, 집단 도덕성의 열등함의 원인이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이기주의적 충동은 그것들이 한 사람

에게 소유될 때보다 단체로 합쳐질 때 훨씬 더 강해진다. 그 충동

은 또한 좀 더 선명하게 표출되고, 이러한 이기심의 축적을 규제

하는 합리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은 어렵다.      

문제풀이��개인의 도덕성과 달리, 더 큰 사회 집단의 경우 집단 이기

주의로 인해 도덕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

로 ④ ‘열등함’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 and this moral core can even lead 

us to act in a way [that benefits others instead of  

ourselves].
[ ]는 a wa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One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inferiority of  the morality of  groups, when compared 

to that of  individuals}], is collective egoism.

that은 앞에 나온 the morality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다. 

2  ④

해석��Waitomo 반딧불 동굴은 뉴질랜드의 가장 인기 있는 관

광 명소 중 한 곳이다. 방문객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면, 그들은 

밤하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별처럼 보

이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각다귀의 유충들이다. (각다귀) 유

충들은 그들이 알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수명의 모든 단계에

서 빛나지만, 유충기에 가장 밝게 빛난다. 이 불빛은 그들이 먹이

를 유인하는 것을 돕는데 그들이 배가 고플수록, 불빛은 더 밝아

진다. 그들은 또한 먹이를 잡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 각다

귀 유충이 동굴 천장에서 끈적거리는 점액으로 덮인 긴 가닥의 

실을 달랑거린다. 나방 같은 다른 곤충들이 그 유충의 불빛에 유

인되었을 때, 그들은 그 유충의 끈적끈적한 실에 걸려 꼼짝 못하

게 된다. 그러면 각다귀는 그저 그 줄을 당겨 올려 그들의 속수무

책인 먹이를 먹는다. 

문제풀이��④는 other insects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gnats

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3행] But [what seem to be stars] are actually 

the larvae of  tiny gnats.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

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 ]는 별처럼 보이는 것들, 즉 복수의 유충들

을 가리키므로 what은 복수형으로 봐야 한다.

[5행] This glow helps them attract food — as they 

become hungrier, it becomes brighter.
「help+O+O.C.」는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로 help의 목적

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왔다. as는 ‘…함에 따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

속사로 쓰였다.  

3  ①

해석  저장 강박증은 사람들이 많은 양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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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강박적 행동의 한 유형이다. 

이것이 집안에 야기하는 혼잡과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강박

증 환자들은 설령 그들의 소유물이 오래된 신문 더미나 몇몇 부

서진 장난감일 뿐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여긴다. 단순히 이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심각한 감정적 괴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장 강박증은 이런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다른 

물건들 더미 때문에 창피해서 방문자들을 집에 들일 수도 없는

데, 그래서 그들은 보통 고립되어 산다. 적절한 도움 없이는, 그

들은 외롭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문제풀이  (A) 저장 강박증 환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적절하다. (B) 앞에 제시된 저장 강박

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

로, 첨가의 연결사인 In addition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Compulsive hoarding is a type of  

obsessive behavior [in which people collect large 

amounts of  worthless items and are unwilling to throw 

them away].

in which 이하는 a type of obsessive behavior를 선행사로 하

는 「전치사+관계대명사」절이며, 절의 동사 collect와 ar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8행] …, compulsive hoarding makes it difficult for these 

people to have a healthy social life.
「make+O+O.C.」는 ‘…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it은 가목적

어이고, to have 이하가 진목적어이며, 형용사 difficult는 목적격보

어이다. for these people은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4  ③

해석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정직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고대 아시아에서는 용의자에게 한 줌의 생쌀이 주어졌다. 용의

자는 쌀을 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뱉어내도록 지시받았다. 결백

한 사람들은 쌀 알갱이를 뱉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의 입안에는 쌀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것 뒤에 숨겨

진 과학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심문을 받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

의 신경계에서 특정 반응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반응 

V O O.C.

중 하나는 입이 침을 생산하는 것을 멈추어 입을 매우 마르게 하

고 쌀이 입안에 달라붙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

기 검사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문제풀이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기처럼 고대 사회에서 생쌀을 이용해 

범죄자를 식별했다는 내용의 글로, 빈칸에는 ③ ‘정직하지 못한 사람

들과 정직한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② 인간의 신경계

를 연구하기 ④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기 ⑤ 특정 경제 범죄

를 조사하기

구문분석  [6행] … people [who are nervous or fearful], 

[as criminals may be (nervous or fearful) when they’re 

being questioned about their crimes], experience 

certain reactions … .

who가 이끄는 [ ]는 people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as가 이끄는 [ ]는 삽입절로, as는 ‘…처럼[같이]’의 의미로 쓰인 접속

사이다. may be 뒤에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nervous or fearful이 

생략되어 있다.

5  ①

해석  오늘날 자본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득 수준 간의 큰 격차가 필요하다고 믿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더 높은 소득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면에, 이러한 부의 불균형이 궁극적으로는 사

회에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다른 경제학자들

이 있다. 그것은 기회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높은 수준의 폭

력성과 증가하는 범죄율의 한 원인이 된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

면, 소득 수준의 이러한 큰 차이는 줄어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래서, 그들은 소득이 낮은 시민들을 위해 최저 임금의 인상과 더 

많은 교육 기회의 창출을 보길 원한다.

문제풀이  (A) 앞에는 소득 격차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나오는 반면, 

이후에는 부정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연

결하는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B) 앞에는 소득 격차의 

해소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이후에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

하고 있으므로 ‘그래서’라는 의미의 Therefore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1행] …, there are some economists [who 

believe {that wide gaps between different income 

levels are necessary in order for capitalism to function 

properl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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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some economis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believe의 목적절이며, 「in order to-v」는 목적의 의미를 강조

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for capitalism은 to부정사의 의

미상 주어이다.

6  ②

해석  우리가 산에 있는 캠프장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마법과 같

았다. 어느 날 저녁, 신선한 생선과 콩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엄마와 아빠는 일몰을 보기 위해 나를 강으로 데려가셨

다. 우리는 새들이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며, 손을 잡

고 숲 속을 거닐었다. 날은 따뜻했지만, 시원한 산들바람이 나무

들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다. 우리가 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지

는 해가 만들어 내는 온갖 빛깔로 반짝거렸다. 우리는 하늘의 푸

른색이 검은색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껴안았고 우리 

셋은 야외 모닥불에 마시멜로를 구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캠프장으로 돌아왔다.

문제풀이  캠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

다는 내용이므로, ② ‘행복하고 편안한’ 심경일 것이다.

구문분석  [7행] I hugged both of  my parents, and then we 

walked back to the camp, all three of  us chatting about 

our plans to roast marshmallows over an open fire.

chatting 이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의 주

어인 all three of us를 생략하지 않고 분사 앞에 남겨둔 형태이다.

7  ④

해석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일부 있다는 것

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큰 바닷새인 라이산 알바트로스가 이것의 아주 좋은 예

이다. 1957년, 18마리의 라이산이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땅

인 Midway 섬의 둥지에서 포획되었다. 그 새들은 비행기로 일

본, 필리핀, 그리고 하와이를 포함한 먼 곳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서 풀어졌다. 알바트로스가 그것의 거대한 날개로 먼 거리를 비

행할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 새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

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18마리 중 14마리의 라이산 알바트로스가 Midway 섬의 

둥지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냈다.

문제풀이  라이산 알바트로스가 둥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 고향을 잘 찾아왔으므로, 빈칸에는 ④ ‘뛰어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대규모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다 ② 어떠한 형

태의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③ 번식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다 ⑤ 이동 중에 힘의 대부분을 써버리다

구문분석  [3행] In 1957, 18 Laysans were taken from 

their home on Midway Island, a tiny piece of  lan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Midway Island와 a tiny piece 이하는 동격이다.

[5행] The birds were transported by plane to faraway 

places, including Japan, the Philippines, and Hawaii, 

where they were set free.

where는 faraway place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

사이다.

8  ④

해석  한겨울이었고, 한 남자가 황야에서 걷고 있었다. 그가 지나

가는 길은 얼어붙은 연못 위로 나 있었는데, 그가 거의 다 건너갔

을 때, 얇은 얼음이 갑자기 깨졌다. 그는 몹시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다. 온 힘을 다해, 그는 간신히 땅 위로 다시 올라왔다. 그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는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피워야 했다. 실수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약간의 죽은 나뭇가지

들을 발견하고는 성냥을 찾기 위해 그의 가방 속으로 손을 뻗었

지만,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 성냥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장갑을 황급히 벗고 나서, 그는 성냥갑

을 집어 들어 성냥 하나에 불을 붙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성냥에 불이 붙지 않았다.

문제풀이  추운 겨울에 물에 빠져 온몸이 젖은 주인공이 몸을 말리기 

위해 불을 붙이려는데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서 주인공은 ④ ‘절망적

인’ 심경이었을 것이다.

구문분석  [3행] [Using all his strength], he managed to 

pull himself  back onto land.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9  ③

해석  움직임의 양상은 2차 물체와 관련해서 한 물체의 공간 내 

끊임없는 이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일 기준점이 될 2차 물체

가 없다면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

분이 움직이는 차 안에 있다면, 풍경 속의 지나치는 물체들이 기

준점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에게 움직임의 느낌을 준다. 마찬가지

로, 비행기 안에서는 지구 표면이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

론, 기준점이 더 가까울수록, 움직인다는 느낌은 더 강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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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시속 수천 마일로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움직임의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점인 

지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빈칸이 있는 문장의 바로 앞 문장에서 ‘기준점이 가까울수

록 움직임의 느낌이 더 강해진다’고 했으므로, 우주 비행사들이 움직

임의 느낌을 거의 못 받는 것은 기준점인 지구가 ③ ‘매우 멀리 떨어

져’ 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② 모양이 둥근 ④ 계속 움직이

는 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문분석  [4행] …, the objects in the landscape [that 

move past] serve as reference points, giving you the 

sensation of  motion.
[ ]는 the objec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전치사 

as는 ‘…로서’의 의미로 자격, 기능을 나타낸다. giving 이하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6행] …, the closer the reference point (is), the stronger 

the sense of  motion (is).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

이다. 이 문장에서 be동사 is가 각각 생략되었다.

[7행] …, astronauts [orbiting the earth at thousands 

of  miles per hour] can barely perceive a feeling of  

motion, as their reference point, the earth, is … .

[ ]는 astronaut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며 as는 이유를 나타내

는 접속사로 쓰였다. their reference point와 the earth는 동격 

이다.

UNIT 09
내용 일치·불일치

기출 깨뜨리기 p.64

해석  Jean Baptiste Joseph Fourier는 프랑스의 수학자이

자 물리학자였다. 그가 여덟 살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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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극이 있은 지 일 년도 안 되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그

를 고아로 남겨 놓았다. 한 자비로운 부인이 그가 지역 군사학교

에 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장교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재

단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 1795년에 그

는 파리에 있는 École Normale의 교사가 되었다. 혁명 후 광

란의 기간 동안 그는 단두대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

로 밝혔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나폴레옹

이 1798년에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Fourier와 다른 학자들은 

그 원정에 함께했다.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 Fourier는 열전도에 

대한 그의 연구를 시작했다. 열전도에 대한 그의 수학적 이론은 

그가 지속적인 명성을 얻게 해 주었다.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그

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 동안 그 병 때문에 난방이 잘된 

방 안에 갇혀 살게 되었다. 1830년 5월 16일, Fourier는 파리

에서 사망했다.

구문분석  [6행] During the post-Revolution frenzy, he 

spoke out against the use of  the guillotine, [for which 

he almost lost his life].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전치사+관계대명

사」절이다.

[9행] Having returned to France, Fourier began his 

research on heat conduction.

Having returned 이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프랑스

로 돌아간 일은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의 일이므로 완료형 분사구문인 

「having+p.p.」가 쓰였다.

어휘  mathematician 수학자   physicist 물리학자   tragedy 비극   

pass away 사망하다   orphan 고아   charitable 자비로운   tailor 

재단사   frenzy 광란, 발작   speak out 공개적으로 말하다[밝히다]   

invade  침공하다, 침략하다   accompany  동반하다, 동행하다   

expedition 원정, 탐험   heat conduction 열전도   contract (병에) 

걸리다   confine 가두다, 감금하다

이렇게도 나왔다 p.65

정답  ③

해석  Phyllium giganteum은 위장을 매우 잘해서 보통 진짜 

나뭇잎과 구별되지 않는 벌레인 ‘걸어 다니는 나뭇잎(잎벌레)’의 

학명(學名)이다. 그것은 자라서 길이 5인치, 너비 3인치까지 될 

수 있다. 수컷 잎벌레들의 뒷날개는 복부 끝까지 뻗어 있다. 반면 

암컷들은 뒷날개가 없고, 앞날개는 복부보다 더 좁고 짧다. 주로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잎벌레들은 껍질이 매우 두꺼

운 알을 100개에서 300개까지 낳으며 떡갈나무, 유칼립투스, 

산딸기, 장미와 같은 식물들을 주식으로 먹고 산다. 그것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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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작은 영역 안에

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삶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오직 먹을 

필요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 

문제풀이  수컷의 뒷날개는 복부 끝까지 뻗은 반면, 암컷은 복부보다 

좁고 짧은 앞날개만 있을 뿐 뒷날개는 없다고 했다.

구문분석  [1행] … the “walking leaf,” an insect [that 

disguises itself  so  well that  i t  often cannot be 

distinguished from a real leaf].
[ ]는 an insec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2행] It can grow to be up to five inches long … .

to be 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어휘  scientific name 학명(學名)   disguise 변장[위장]시키다   

distinguish 구별하다   rear 뒤쪽의   extend 연장하다, 늘이다, 펼치다   

tropical  열대 지역의   on  a  diet  of  …을 주식[먹이]으로 하는   

mobility 이동성   motionless 움직이지 않는

1 ④   2 ③   3 ④   4 ②   5 ④   6 ③

적용독해� p.66

1  ④

해석  ‘고딕’이라는 말은 흔히 어둡고 신비스러운 것을 일컫는 데 

사용된다. 1765년부터 1840년까지, 고딕 소설은 유럽의 대부

분에서 선택되는 읽을거리였다. 이 초기 공포 소설들은 Horace 

Walpole, Ann Radcliffe, 그리고 Monk Lewis와 같은 사람

들에 의해 쓰여졌고, 수천 명에게 팔렸으며, 여러 언어들로 번역

되었다. 독자들은 유령과 영혼들이 배회하며 신비로운 사건들이 

다반사인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그들의 묘사를 즐겼다. 상류 

층이 이러한 소설들의 가장 열렬한 소비자에 속했지만, 출판업자

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사회의 최빈곤층조차도 고딕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의 가격을 책정했다. 1페니의 비용

이면, 누구나 공포의 고딕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동전들이 지불되었다.

문제풀이  상류층이 가장 열렬한 소비층 중 하나라고 했다.

구문분석  [5행] Readers enjoyed their depictions of  

mystical worlds [where ghosts and spirits roamed …].

[ ]는 mystical world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절이다.

[8행] …, but publishers made sure to price them so 

(that) everyone, even society’s poorest members, could 

read them.
「so (that)+S+can」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10행] …, and an astonishing number of  pennies were 

paid … .
「a number of+복수명사」가 주어로 올 때, 동사의 수는 복수로 일

치시킨다.

2  ③

해석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는 온두라스라는 국가는 산으

로 덮여 있다. 인접한 엘살바도르보다 다섯 배나 더 크지만, 온

두라스가 인구는 더 적다. 많은 다른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들과 

달리, 온두라스는 정치적인 폭력 사태로 고통을 받지 않았다. 하

지만, 니카라과의 반란군들이 자기 나라의 정부에 맞서 싸우다

가 종종 국경을 넘어왔다. 그들은 1980년대에 온두라스의 북동

부 변두리를 그들 군대의 기지로 사용했다. 온두라스 정부에 대

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20세기 전반기에 대체로 United Fruit 

Company와 같은 외국 회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1954

년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United Fruit 

Company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비록 외국 회사들이 

여전히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나아져,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인들에 의해 통치된다.

문제풀이  니카라과의 반란군들이 국경을 넘어와 북동부의 일부 지역

을 군대 기지로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③은 올바른 진술이다.

구문분석  [4행] However, rebels from Nicaragua often 

crossed the border while (they were) fighting against 

their country’s government.

while 다음에 they were가 생략되어 있다.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는 「주어+be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3  ④

해석  곰과 동족인 미국너구리는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사촌과 

아주 흡사해 보인다. 비록 앞발이 원숭이의 앞발과 더 유사해 보

이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곰과) 동일한 방식으로 뒤

꿈치를 땅에 대고 걷는다. 미국너구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도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털로 된 반점일 것이다. 곰과의 

또 다른 닮은 점으로, 미국너구리는 산딸기와 견과류, 새, 곤충, 

개구리, 달팽이, 가재 등을 포함하여 먹는 잡식성을 갖고 있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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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너구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물에 씻는 것을 좋아한

다. 그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 중 다수가 시내나 강, 호수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너구리는 그러한 지역에서 

인근에 있는 속이 빈 나무에 굴을 만들며 사는 것을 좋아한다.

문제풀이  먹이를 물에 헹군다는 내용은 있지만 물기가 많은 음식물

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구문분석  [2행] ..., although its front paws have a 

different shape, looking more like those of  a monkey.
지시대명사 those는 앞의 front paws를 가리킨다.

[7행] Since many of  …, raccoons like to live in those 

places, making dens in nearby hollow trees.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mak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4  ②

해석  유럽 뱀장어는 진정한 여행가이다. 이 뱀 모양의 물고기는 

버뮤다의 남동쪽인 조해(藻海)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하지만 그

것들은 생애 대부분을 유럽의 수로에서 보낸다. 그것들의 여행

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그것들은 치어 상태로 대서

양을 거쳐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것들이 바다를 횡단하는 데는 3

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그것들은 성장하고 색이 변한다. 그것들

은 그다음 9년에서 19년에 걸친 삶을 유럽의 강과 호수에서 보

낸다. 그 후에 나이가 들면, 그것들은 조해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번식을 하고 죽는다. 비록 이 뱀장어들이 소규모 수역에서 길을 

찾는 데 쓰이는 뛰어난 후각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것들의 대서양 횡단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종에 

널리 유전되는 기억력이다.

문제풀이  바다를 횡단하는 3년 사이에 성장하면서 색이 변한다는 내

용은 있지만 위급하면 색이 변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구문분석  [4행] It takes them three years to cross the 

ocean, during which time they grow … .
「it takes+A+시간+ to-v」는 ‘A가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리다’의 

의미이다. which는 three year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

계형용사로, 뒤에 나오는 명사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와 접속사 역

할을 동시에 한다.

[6행] …, they retrace their path back to the Sargasso, 

where they reproduce and die.

where는 the Sargasso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이다.

5  ④

해석��미국 작가 Kurt Vonnegut는 50년 이상에 걸친 경력 기

간 동안 14편의 소설, 3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 5편의 희곡, 그

리고 5편의 논픽션을 출판했다. 거침없이 말하는 사회 평론가인 

그는 미국에 항상 존재한 것처럼 보인 ‘적자생존’의 사고방식 같

은 그 시대의 주류 정치 이념을 거부했고,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작

품에 영향을 주었다. Vonnegut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George Orwell이라고 말했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의 관심을 좋아하고, 그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며, 그의 소박함을 

좋아한다.”라고 언급했다. Vonnegut는 뉴욕 시에 있는 그의 집

에서 넘어졌을 때 입은 뇌 손상의 결과로 2007년 4월 11일에 

사망했다.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Mark는 그가 이전에 출

간하지 않은 단편 소설과 수필 중 몇 편을 「Armageddon in 

Retrospect」라는 제목을 붙인 책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

은 2008년에 발간되었다. 

문제풀이��뉴욕 집에서 넘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했으

므로 ④가 올바른 진술이다. 

구문분석�� [4행] …, such as the “survival of  the fittest” 

mentality [which seemed ever-present in America], ... .

[ ]는 the “survival of the fittest” mentality를 수식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절이다. 

[9행] Following his death, his son Mark compiled 

several of  his previously unpublished short stories and 

essays into a book [entitled Armageddon in Retrospect], 

which was released in 2008. 

Following은 전치사로 ‘…후에’의 의미이다. [ ]는 a book을 수식하

는 과거분사구이다. which는 Armageddon in Retrospect에 대

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6  ③

해석  재규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태생인 큰 고양이과의 

일종이다. 그것들은 미국의 남부 지역부터 쭉 아래로 북아르헨티

나에 걸쳐 발견되는데, 대부분이 브라질과 중앙아메리카에 서식

한다. 그것들은 아름다움과 힘 때문에 한때 일부 아메리카 토착

민들의 숭배를 받았다. 재규어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2피트가 넘

을 수 있는 꼬리와 함께, 길이가 3피트에서 6피트 사이인 몸을 

가졌다. 그것들은 커다란 머리와 표범의 것보다 더 짧고 굵은 다

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털은 표범처럼 노르스름하고 검은 점

이 있다. 재규어는 나무에 오를 수 있고 수영도 잘한다. 그것들은 

감소하는 개체 수로 인해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여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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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행히도, 재규어나 그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국

제적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종종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

한다.

문제풀이  몸길이가 보통 3피트에서 6피트이며 꼬리의 길이가 2피트

를 초과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꼬리까지 합치면 몸 길이는 8피트가 

넘는다’고 해야 올바른 진술이다.

구문분석  [3행] …, with most living in Brazil and 

Central America.
「with +O +v-ing」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

하면서’의 의미를 갖는다. most는 ‘대부분’을 의미하는 명사로 

jaguars를 가리킨다.

MINI Q .

6 despite

UNIT 10
도표

기출 깨뜨리기 p.70

정답 ③

해석��위의 도표는 2012년 미성년 자녀의 부모(이후부터는 부

모라고 한다)의 비율과 다른 성인의 비율을 6개의 도서관 활동

에 있어 그들의 참여 면에서 비교한다. 아주 현저하게, 부모의 비

율은 모든 활동 유형에서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더 높다. 서가를 

둘러본 부모의 비율은 인쇄된 책을 빌린 부모의 비율과 같다. (부

모와 다른 성인의 비율의 차이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나 행사에 

참가하는 활동에서 가장 크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활동

에서 가장 작다.) 서가를 둘러본 다른 성인의 비율은 DVD, CD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린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두 배 높다. 마

지막으로, 전자 도서를 빌린 부모의 비율은 10퍼센트보다 더 적

지만 똑같은 활동을 한 다른 성인의 비율보다 더 높다.

구문분석��[4행]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 browsed 

shelves] is the same as that of  parents [who borrowed 
S

V

print books].
두 개의 [ ]는 각각 앞의 paren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다. that은 앞에 나온 The percentage를 가리킨다. 

[8행] The percentage of  other adults [who browsed 

shelves] is twice as high as that of  other adults [who 

borrowed DVDs, CDs, or videotapes].
「배수사+as+형용사+as」는 ‘…보다 몇 배 ~한’의 의미이다. 

어휘��minor 미성년의   browse (가게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다[훑어보다]    

e-book 전자 도서   hereafter 이후로   in terms of … 면에서, …에 관

하여   notably 현저히, 뚜렷이

이렇게도 나왔다 p.71

정답 ④ 

해석��위의 도표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차량의 

크기에 따른 차량 판매 비율을 보여 준다. 주어진 세 해 가운데,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형차가 매 

해 최고 판매율을 기록했다. 대형차는 주어진 기간 동안 세 분류 

가운데 가장 적게 선호되었다. 소형차의 경우, 판매 비율은 지난 

20년간 증가했고,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5년과 

2005년 사이 대형차 판매 비율의 격차는 같은 기간 동안의 소

형차 판매 비율의 격차보다 더 컸다.) 2005년과 2015년에는, 

중형차의 판매는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제풀이� �1995년과 2005년 사이 대형차 판매 비율의 격차는 

1.6%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소형차 판매 비율의 격차는 4.7%로 대

형차 판매 비율의 격차가 더 작으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6행] The percentage gap [between large car 

sales from 1995 to 2005] was bigger than that of  small 

car sales in the same period.

that은 앞에 나온 The percentage gap을 가리킨다.

어휘�� retail 소매   vehicle 차량, 탈것   despite …에도 불구하고   

decrease 감소   prefer 선호하다   category 범위   regarding …에 

관해   peak 최고조에 달하다   account for 차지하다   

S

V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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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2 ③   3 ④   4 ④

적용독해� p.72

1  ③

해석��위의 도표는 과당, 자당, 그리고 꿀 섭취에 의한 입안의 산

도수치의 변화, 그리고 충치에 대한 그 영향력을 비교하는데, 충

치는 일반적으로 입안의 pH 농도가 5.5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

생한다. 자당은 pH 농도를 가장 빠르게 감소시켜 가장 긴 시간 

동안 5.5 미만으로 유지되게 한다. 자당 섭취는 pH 농도를 5분 

후에 3.5로 떨어뜨리고, 그것은 25분 이상 동안 5.5 미만으로 

유지된다. (과당의 경우, pH 농도는 5분 후에 4.5로 떨어지고, 

30분 동안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유지된다.) pH 농도를 

5분 후에 약 4.7로 떨어지게 하는 꿀은 충치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섭취한 후 15분 내에, 입안의 

pH 농도는 5.5 이상으로 다시 증가한다. 

문제풀이��과당은 섭취 후 pH 농도를 대략 3분부터 20분까지 충치

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므로 30분 동안 충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한다고 언급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다.

구문분석�� [1행] The graph above compares changes in 

the mouth’s acidity level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fruit sugar, cane sugar, and honey], as well as their 

effects on tooth decay, which typically occurs when 

the pH level in the mouth drops below 5.5.
[ ]는 changes in the mouth’s acidity level을 수식하는 과거분

사구이다. which는 tooth decay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4행] Cane sugar decreases the pH level the most 

quickly and causes it to remain under 5.5 for the 

longest period.
「cause+O+ to-v」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2  ③

해석  이 도표는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변화하는 금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개의 주요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의 기간에 금값이 급격히 올랐는데, 

1974년에서 1976년까지 약간의 감소가 있었을 뿐이다. 1980

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난 그 다음 기간의 초기에, 금값은 

V O O.C.

온스당 200달러 이상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이 도표에서 나타

난 가장 큰 하락이다.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내내 

금값은 온스당 30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를 유지했다.) 2001

년에 시작한 세 번째 시기에는 금값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7

년에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세 시기 중 어떤 때도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를 넘지는 않았다.

문제풀이  1980~2000년 기간의 초기(1980년~1981년)에 금값

이 450달러 이상이었고, 이 기간 말(1997년~2000년)에는 300달

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 중 금값이 300달러에서 450달

러 사이를 유지했다고 언급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8행] However, at no time during any of  these 

three phases did the price of  gold exceed $1,000 per 

ounce.
부정어를 포함한 부사구 at no time … these three phases가 

문두에 나오면서 「조동사+주어+동사원형」의 어순으로 도치되었다.

3  ④

해석  위의 도표는 금융 위기 동안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도시 

거주자들의 고용 상태를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별도로 해서 보여

준다. 도표에 따르면, 전업과 자영업 범주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적다. 하지만, 이 차이는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시간제의 범주

에서는 반대로, 여성 근로자들이 근소한 차이로 남성들을 앞지른

다.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실업상

태로, 남성의 약 절반과 여성의 1/3이 이 범주에 속한다.) 마지

막으로, ‘기타’로 분류된 사람들의 성별에서는 거의 동일한 분포

가 나타났다.

문제풀이  여성의 절반과 남성의 약 1/3이 실업 상태에 있으므로, ④

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4행] However, this difference is much greater 

for self-employed residents than for those [who work 

full time].

much, still, far, a lot, even 등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이다. [ ]

는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those who …」

는 ‘…하는 사람들’의 의미이다.

[6행] But the opposite is true in the part-time category, 

where female workers … .

where는 앞에 나온 the part-time category를 선행사로 하는 계

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이다.

부정 부사구 

조동사  S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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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해석��인종과 민족성에 의한 청년 실업률을 보여주는 위의 도표

는 실업률이 2010년 이후로 모든 그룹에서 감소했지만, 인종

과 민족 간의 청년 실업률 격차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2005년 이후, 백인 청년 실업률과 아시아 청년 실업률은 다른 

그룹의 실업률보다 일관되게 더 낮았다. 대부분의 해에서, 아시

아 청년은 모든 청년 그룹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에 직면했다. 라

틴계 청년 실업률은 2005년 이후로 청년 평균을 바짝 따라잡았

다. (2015년에, 흑인 실업률과 전체 청년 실업률 사이의 격차는 

9.7퍼센트로 감소했다.) 이것은 흑인 청년 실업률의 감소 때문

이었다. 2015년의 19.2퍼센트는 2007년 이후의 해 중 가장 

낮은 흑인 청년 평균 실업률이었다.    

문제풀이��2015년에, 흑인 실업률은 19.2퍼센트이고 평균 청년 실

업률은 10.0퍼센트로 9.2퍼센트 격차가 나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1행] The above graph, [which shows youth 

unemployment by race and ethnicity], reveals that 

while unemployment has dropped among all groups 

since 2010, racial and ethnic youth employment gaps 

remain.
[ ]는 삽입절로, The above graph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has dropped는 since와 함께 쓰

여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이다.  

UNIT 11
어휘 파악

기출 깨뜨리기 p.76

해석  사람들이 저장된 씨앗 종자를 의도적으로 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식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식용식물이 더 이상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필요가 없어

지면서 그것들이 겪은 진화적 압박을 변화시켰다. 대신에, 사람

들은 그것들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창조했고, 자연이 이전에 선

택한 것과는 다른 특징들을 선택했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

견된 씨앗들은 농부들이 더 큰 씨앗과 더 얇은 껍질을 선택했다

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두꺼운 껍질은 흔히 씨앗이 자연환경

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데, 많은 야생 식물의 씨앗이 겨울이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달을 발육이 정지된 상태

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관리 하에서 두꺼

운 씨앗 껍질은 불필요한데, 농부들이 습기와 포식자를 피하여 

씨앗을 저장하는 책임을 피하기(→ 넘겨받기) 때문이다. 사실, 더 

얇은 껍질을 가진 씨앗은 먹거나 가루로 가공하기가 더 수월하고 

파종되었을 때 묘목이 더 빠르게 발아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선

호되었다.

구문분석  [7행] Thick seed coats are often essential for 

seeds [to survive in a natural environment] … .
[ ]는 형용사 essential을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for seeds는 to survive의 의미상 주어이다.

[12행] …,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they are) 

sown.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며, 「allow+O+ to-v」는 ‘…가 ~하

게 하다’의 의미이다. when과 sown 사이에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they(= seeds with thinner coats) are가 생략되었다.

어휘  seed stock (씨앗) 종자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로   

evolutionary 진화의   recover 회복하다; *찾아내다   archaeological 

고고학의   dormant 휴지기의, (싹·씨 등이) 겨울에 발육 정지 중인   set 

in 시작되다   evade 피하다   away from …에서 떠나서   moisture 

수분, 습기   seedling 묘목, 모종   sprout 발아하다   sow (씨를) 심다, 

뿌리다

이렇게도 나왔다 p.77

정답  ③

해석��태도가 항상 행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견은 매

우 놀라웠다. Stanford 대학의 교수인 Richard LaPiere는 

1930년대에 태도와 행동 사이의 무관함에 대한 강력한 증명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에서 온 몇몇 동료들과 미국을 여행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LaPiere는 여행 일정에 있는 호텔과 식당에 편지

를 써서, 그와 그의 중국인 손님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

았다. 답장을 보내온 128개의 업소 중에서, 92퍼센트가 그에게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을 했다. 그러나, 그가 전국

을 여행하며, (편지를 보냈던) 같은 호텔과 식당을 방문했을 때, 

250개 중 249개 업소가 중국인 여행객들을 호의적으로 응대했

다. 놀랍게도, 강하게 비우호적이었던 태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

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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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 (A )  태도와 행동 사이의 ‘무관함’을 주장하므로, 

disconnect가 적절하다. similarity는 ‘유사성’의 의미이다.

(B)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다는 내

용이 적절하므로, negative가 적절하다. positive는 ‘긍정적인’의 의

미이다.

(C) 태도만으로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맥이므로, predict가 적

절하다. improve는 ‘향상시키다’의 의미이다.

구문분석��[1행] The discovery [that attitudes don’t always 

reflect actions] came as a great surprise.

The discovery와 [ ]는 동격이다. 

[6행] LaPiere wrote to hotels and restaurants along the 

route, asking [whether they would accommodate him 

and his Chinese guests].

asking 이하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he asked

로 바꿔 쓸 수 있다.  [ ]는 ask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어휘��reflect 반영하다   demonstration 증명   disconnect 분리하

다 ;  * 무 관 함    a c c o m m o d a t e  공 간 을  제 공 하 다 ,  수 용 하 다   

establishment 기관, 시설   remarkably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unfavorable 호의적이 아닌, 비판적인          

1 ⑤   2 ③   3 ⑤   4 ③   5 ②   6 ③

적용독해� p.78

1  ⑤

해석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속

도가 완전히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이따금 아주 약간의 

변화들이 있다. 우리는 모두 윤년에 익숙한데, 이는 달력이 계절

과 맞춰 가도록 하기 위해 달력에 여분의 하루를 받아들이는 해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의 길이에 생기는 아주 작은 변화를 바

로잡기 위해 때로는 ‘윤초’가 더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998

년의 마지막 1분은 보통의 60초 대신에 61초여서, 1999년의 

시작을 1초 지연시켰다. 또한 여러분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간

을 알리기 위해 제공하는 시보(時報)에서도 윤초를 인지할 수 있

다. 정상적인 신호는 여섯 번의 연속적인 삐 소리로 구성되어 있

지만, 윤초가 제거될(→ 더해질) 때마다 이것은 일곱 번으로 변한

다.

문제풀이  정상적인 신호는 여섯 번의 삐 소리가 나지만 윤초가 ‘더해

질’ 때 일곱 번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⑤ removed는 added로 고

쳐야 한다.

구문분석  [7행] You might also notice leap seconds in the 

time signals [(which/that) radio shows give to mark 

the hour].
[ ]는 the time signal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mark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2  ③

해석��우리가 유명 인사와 소설 속의 인물을 존경할 때, 우리는 

흔히 그들의 성격의 일부를 우리 자신의 성격과 결합하려고 한

다. 일부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그림, 또

는 노래를 비슷한 방법으로 칭송한다. 이러한 종류의 예술 작품

은 ‘파스티셰’로 알려져 있다. 때때로, 파스티셰는 하나의 유명한 

명작을 모방한다. 다른 때는 그것은 수많은 다른 유명한 자료들

의 요소들을 짜맞춘다. 그 의도는 관람객, 독자, 또는 청중을 놀

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사람들을 웃게 만들거나 명작들을 새

로운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이다. 일부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져와 그것들을 새롭고, 흥미롭고, 복잡한 예술 작품으

로 함께 엮으면서, 그들의 파스티셰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

나 다른 예술가들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모아 만들려고 한

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파스티셰는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고 일

반적으로 실패로 여겨진다.    

문제풀이��(A) 사람들은 유명 인사나 소설 속 인물을 존경할 때 그들

의 성격 일부를 자신의 성격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

러우므로 combine이 적절하다. separate는 ‘분리하다’의 의미이

다.

(B) 명작을 새로운 관점에서 ‘묘사하는’ 것이 파스티셰의 목적이므로. 

depict가 적절하다. despise는 ‘경멸하다’의 의미이다.

(C)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함께 맞춘 파스티셰는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므로, inconsistent가 적절하다.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의 의미이다.

구문분석��[7행] Instead, it is to make people laugh or to 

depict the masterpieces from a new point of  view. 
「make+O+O.C.」 구문에서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

원형 laugh가 쓰였다. to make와 to depict가 접속사 or로 연결

된 병렬 구조이다. 

[8행] Some artists have had great success with their 

pastiches, [taking several sources and weaving them 

together into new, interesting, complex works of  art].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aking과 weaving은 접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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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이다.

3  ⑤

해석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무리 낙관하여도 경제

적 안정성은 불확실하다. 이는 직장 생활의 실패가 다분히 재정

적인 파산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의 최고 기업

의 몇몇 중역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유효한 것 같지 않다. 최근

의 많은 경우들을 보면, 기업 대표들이 책임지고 있던 사업체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

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와 후한 퇴직금으

로 보상받았다. 불행하게도, 그런 어떠한 보상도 이런 회사들의 

직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정리해고되거

나 연금 정책이 폐지되기도 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미국 

국회는 전직 CEO들에게 그들의 업무 성과가 무척 성공적이었

을(→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도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보너스와 

퇴직금을 받았는지 증명하게 했다.

문제풀이  미국 국회가 성과가 ‘좋지 못했으나’ 많은 보너스와 퇴직금

을 받은 전직 CEO들에게 증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⑤ successful은 unsuccessful, poor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5행] … despite the fact [that the corporations 

{they were in charge of} lost billions of  dollars or, in 

some cases, even collapsed entirely].

despite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이어진다. [ ]는 the fact와 동격이며, { }는 that절의 주어인 

the corporation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hat절의 

동사인 lost와 collapsed는 접속사 or에 의해 병렬 연결되었다.

[7행] …, no such rewards were given to the employees 

of  these companies, many of  whom were laid off  or 

had their pension packages liquidated.

whom은 the employees of these companies를 선행사로 하

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have+O+O.C.」는 ‘…

을 ~하게 하다’의 의미이며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에 있

으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가 왔다.

4  ③

해석  세계의 문화권 중 많은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따르

면 아이의 젖니 중 하나가 빠질 때 특별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고 한다. 많은 그러한 관습들은 특별한 동물이 그 이를 가져가는 

S′

V′1

V′2

V′1

V′2 O′ O.C.′

데 책임이 있다는 믿음을 수반한다. 한국인들은 까치가 빠진 젖

니를 가져가 새 것을 제거할(→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자

기 집 지붕 위로 던진다. 동일한 전통이 일본과 베트남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찰된다. 몽골에서는, 아이의 이를 가져가

야 하는 것은 바로 개이다. 몽골인들은 빠진 이를 개가 먹으면 새

로운 이가 곧고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부

모들은 아이의 빠진 이를 기름진 고기 조각에 넣어서 개에게 먹

인다.

문제풀이  까치가 빠진 젖니를 가져가서 아이에게 새로운 이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③ remove는 bring으로 고

쳐야 한다.

구문분석  [3행] Koreans throw the lost baby tooth onto 

the roof  of  their home so that a magpie will take it 

and … .
「so that+S+will」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이다.

[6행] …, it is a dog that must take the child’s tooth.
「it is … that ~」 강조구문으로, 주어인 a dog을 강조한다.

5  ②

해석  오늘날 미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일종의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강령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윤리적인 딜레마

에 맞닥뜨리는 경우에 그들 모두에게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이러한 윤리강령에 의해 다루어지는 상황들은 고객으로

부터 선물을 받는 것, 친구나 친척으로 결원을 채우는 것, 그리고 

경쟁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한다.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강령은 직원들의 협력과 참여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하지만 

너무 빈번히, 윤리강령은 직원들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만을 보호

하도록 마련된다. 예를 들면, 많은 강령들은 위에서 언급된 것들

과 같은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만을 다루고, 높은 수준의 윤리

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직원들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보상도 제공

하지 않는다.

문제풀이  (A) 윤리강령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맞닥뜨리게’ 될 경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encounter가 적절하다. encourage는 

‘장려하다’의 의미이다.

(B) 직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윤리강령이 가장 이로운 결과

를 가져온다는 문맥이므로, cooperation이 적절하다. operation

은 ‘작용, 운용’의 의미이다.

(C) 윤리적인 책임감을 보인 직원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하

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positive가 적절하다. 

negative는 ‘부정적인’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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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분석  [4행] Situations [addressed by these ethics 

codes] include accepting gifts from clients, filling job 

vacancies with friends or relatives, and associating 

with a competitor.
[ ]는 Situation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동사 include의 목적

어로 세 개의 동명사구가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다.

[6행] The codes [that produce the most beneficial 

outcomes] are those [that are created with …].

두 개의 [ ]는 각각 The codes와 those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고, those는 the codes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다.

6  ③

해석  수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소들과 환경적 손실은 오

늘날 우리 문명 사회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속한다. 그

러나 최근 몇 년간, 해양 오염 수준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많은 

협정들이 맺어졌다. 예를 들어, 그런 오염의 가장 심각한 원인들 

중 하나는 바다를 가로질러 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기름 유출

이다. 그러나 유출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긴급 대응 체계의 개

발이 심각한 기름 오염 사고들의 획기적인 증가 (→ 감소)에 기여

했다. 런던 폐기물 처리 협약과 같은 협정의 통과로 방사능 폐기

물의 투기와 관련해서도 진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해 중인 배들에 의해 버려질 수 있는 일반 쓰레기의 양에 관련

한 많은 규정들이 있어 왔다.

문제풀이  해양 오염 수준의 감소를 위한 협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글

로, 기름 유출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 개발로 기름 오염 사고가 감소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 increase는 decrease, 

decline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10행] …, there have been many regulations 

[placed on the amounts of  traditional waste {that can 

be …}].
[ ]는 many  regulat ion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 }는 

traditional wast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MINI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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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2 ② 3 ③ 4 ③ 5 ③ 6 ③

7 ⑤ 8 ④ 9 ②

1  ④

해석  벌새는 독특한 비행 스타일로 유명한데, 이는 그것들이 공

중에서 맴돌고 사실상 뒤로도 날게 해 준다. 게다가, 그것들의 대

담함과 작은 크기, 그리고 밝은 색의 깃털들은 수세기 동안 사람

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관심은 때때로 달갑

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19세기에 그것들은 흔히 죽음을 당해 

박제되어 수집가들에게 팔렸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유리 안에 보

관하거나 벽에 걸어 놓았다. 오늘날, 벌새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 변화와 서식지의 상실이다. 도시로 내몰린 벌새들은 차고

와 같은 개방된 건물이나 구조물 안으로 날아 들어가기도 한다. 

일단 실내로 들어가면, 벌새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위쪽

으로 날아오르며 도망치려고 시도하지만, 곧 지쳐 쓰러져 죽고  

만다.

문제풀이  벌새가 실수로 도시의 개방된 구조물 안에 날아드는 것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안에 둥지를 튼다는 내용은 없다.

구문분석   [8 행]  O n c e  ( t h e y  a r e )  i n d o o r s ,  t h e 

hummingbirds panic and attempt to escape by flying 

upwards, [soon succumbing to exhaustion and dying].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Once 다음에 「주어+be동사」가 생

략되어 있다.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2  ②

해석��진정으로 비판적 사고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류를 찾는 것

이 필수적이다. 어떤 잘못된 주장도 처음에는 타당한 것처럼 보

일지도 모르지만, 세심한 조사관은 곧 그것의 결함이 있는 근거

를 발견한다. 인신공격식의 논쟁, 훈제 청어(관심을 딴 데로 돌리

는 것), 그리고 밀짚 인형(위증인)은 모두 잘 알려진 유형의 오류

이다. 첫 번째 (오류인) 인신공격식의 오류에서는, 화자 한 명이 

다른 화자의 성격이나 배경을 공격한다. 그런 우호적인(→ 공격

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화자가 진정한 주장이 없다

는 표시이다. 또 다른 오류인 훈제 청어는 진정한 요점으로부터 

청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알고, 겉보기에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관

계 없는 것으로 청자의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할 때 일어난다. 마

지막으로, 밀짚 인형 논쟁에서는, 토론자가 상대의 주장을 부정

확하게 제시하고, 진짜 주장이 아닌 그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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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짜의 반대 논쟁인 ‘밀짚 인형’은 보통 관련 없는 주장이고, 

그것이 틀리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게 된다.    

문제풀이� �상대의 성격이나 배경을 공격하는 것은 우호적인 전

략이 아닌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② f r iendly는 

aggressive, harsh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5행] [Using such aggressive tactics] is normally 

a sign [that the speaker has no real argument].

첫 번째 [ ]는 동명사구 주어로, 단수 취급하여 단수 동사 is가 쓰였다.  

두 번째 [ ]는 a sign과 동격이다. 

[10행] …, the debater presents their opponent’s case 

incorrectly, and disproves that one rather than the real 

one.

one은 앞의 case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이다.

3  ③

해석  위의 도표는 1930년부터 2010년까지 어느 국가의 출생

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정상 출산 수는 세로축에 나타나 있고, 가

로축을 따라 연대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프에) 보여지는 첫 번

째 해에서 출생률은 여성 1,000명당 정상 출산 80이었다. 그것

은 1960년까지 감소하기 전에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증가

했다. 하지만, 1960년 이후에 출생률은 새로운 최고치까지 치

솟았다. 사실, 1960년과 1970년 사이의 출생률의 증가는 그

래프에서 보여지는 각 10년 기간의 수치 중 제일 높은 것이다. 

(출생률의 최고치는 199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출생률은 

1930년의 것보다 두 배 높았다.) 그 이후, 출생률은 1990년대 

내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201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때

의 출생률은 1980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풀이  1990년의 출생률은 120으로 1930년의 출생률인 80의 

두 배가 되지 않으므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6행] … the highest of  any ten-year period 

[shown on the graph].
[ ]는 any ten-year period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행] The birthrate’s highest point was reached in 1990, 

[when it was twice as high as it had been in 1930].
[ ]는 1990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배수

사＋as+형용사+as」는 ‘…보다 몇 배로 ~한’의 의미이다.

S V

4  ③

해석��창조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비결은 흔히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다. Johannes Gutenberg가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그는 사

실 이전에는 연관이 없던 두 기구들을 결합하고 있었다. 그는 동

전을 찍어내는 펀치 묶음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포도주 짜는 기계 

의 누르는 힘 아래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스스로에

게 물었다. 그 결과로 초래된 결합물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극히 

평범한(→ 획기적인) 창작품 중 하나였다. 또는 Pablo Picasso

를 생각해 봐라. 어느 날,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잠시 바라본 후에, 

그는 안장과 손잡이를 떼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용

접해 붙여서 황소의 머리와 뿔을 닮은 조각품을 만들어 냈다. 이

러한 두 가지의 사례는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획

기적인 정신력을 보여 준다.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풀이��서로 관련 없는 기구들을 결합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인

쇄기를 만들게 되었으므로, ③ conventional은 revolutionary, 

unconventional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 [1행] The key [to generating creative, new 

ideas] is often to adopt a fresh outlook on [what is 

already around us].

to는 ‘…에 대한’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여 뒤에 목적어로 동명

사구가 왔다. what 이하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다.  

[3행] He asked himself  [what would happen if  he took 

a bunch of  coin punches and put them under the force 

of  a wine press].
[ ]는 ask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 what이 이끄는 간

접의문문이다. if절의 동사 took과 put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

었다.

[8행] Then he welded them together to create a 

sculpture [resembling the head and horns of  a bull].

[ ]는 a sculpture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5  ③

해석  ‘노르딕 복합 경기’는 선수들에게 스키 점프와 크로스컨트

리 스키 시합 모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동계 올림픽 종목이

다. 그것은 노르웨이 군대로부터 그 이름을 얻었는데, 그들이 그 

S

V

V´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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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동 종목을 한 경기로 합친 최초의 이들이었다. 노르딕 복합 

경기의 첫째 날에, 각 참가자는 394피트 높이의 언덕에서 점프

를 한다. 둘째 날에, 참가자들은 최대 15킬로미터 구간의 크로

스컨트리 스키 경주를 한다. 점수는 결과에 따라 각각의 날에 부

여되며, 둘째 날 마지막에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든지 금

메달을 획득한다. 과거의 많은 우승자들은 노르웨이 선수들이었

으나,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 선수들 또한 잘한

다. 남자 노르딕 복합 경기는 1924년 이래로 동계 올림픽 종목

이 되었지만, 여자 경기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풀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금메달

을 획득한다고 했다. 

구문분석  [7행] …, and whoever has the highest point 

total at the end of  day two wins the gold medal.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는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의 의미로 주

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며, wins가 동사이다.

[10행] …, but the women’s version has yet to be 

included.
「have yet to-v」 구문은 ‘아직 …하지 않았다’의 의미이다.

6  ③

해석  위에 보이는 그래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인 유럽 국가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이 분

야별로 분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상업 분야가 에너지 소비의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운송 목적으로는 OECD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주거 분야에서는 

이러한 국가들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더 낮았다. (산업 분야에서

는, 미국과 OECD 유럽 국가들 모두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에

너지를 소비했다.) 이 세 집단 간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가장 적

은 차이는 전기 관련 손실 분야에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미

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운송 분야와 전기 관련 

손실 분야를 합친 것에서 나왔다.

문제풀이  네 번째 막대그래프를 보면 미국과 OECD 유럽 국가들 모

두 산업 분야에서 세계 평균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했으므로 ③

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11행] Finally, more than half  [of  the energy 

{consumed in the United States}] came from the 

combination … .
[ ]는 주어 more than half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며, { }는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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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  ⑤

해석��사회 인지 이론은 우리의 자기 효능 신뢰가 우리의 업적과 

행복 둘 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

은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

친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자신 있다고 느끼는 행동을 하고 우리

가 불확실해 하는 행동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임무들을 흥미로운 

도전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데, 이것은 심지

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그들이 실패를 

하면, 그들은 자기 효능감을 빠르게 회복하며 쉽게 다시 일어선

다. 자기 효능 신뢰는 또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

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높은 자기 효능감을 지니고 있다

면, 우리는 어려운 임무들에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한다. 반

면에, 낮은 자기 효능감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

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하

게 느끼게 만든다.  

문제풀이��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서, 불안하고 우울해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⑤ solvable은 

unsolvable 등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 [2행] These beliefs influence the choices 

[(which/that) we make] and the paths of  action [(which 

/that) we take].
두 개의 [ ]는 각각 the choices와 acti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6행] They are also more interested and involved 

in [whatever  they do], which  strengthens their 

commitment, even in the face of  failure.

whatever는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관계

대명사로,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11행] …, low self-efficacy can cause our problems 

to appear unsolvable, [making us feel nervous and 

depressed]. 
「cause +O +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 ]는 결과

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make+O+O.C.」 구문에서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feel이 쓰였다.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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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④

해석  okra는 독특한 외양을 가진 열대 식물인데, 그것은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쪽에는 원뿔 모양의 뚜껑이 달린 길고 구부

러진 꼬투리를 가지고 있다. 이 식물의 색깔은 여러 색조의 녹색

에서부터 불그스름한 빛깔까지 다양하고, 꼬투리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씨앗은 대개 분홍빛이 도는 베이지색이다. okra는 오늘

날 에티오피아와 수단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원산지이다. 그것은 

일찍이 13세기부터 나일 강의 둑을 따라 자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의 노예 무역으로 okra가 미국으로 전해졌고, 그

곳에서 토착민들은 그것을 말리고 갈아서 해산물이나 채소 스튜

를 걸쭉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루로 만들었다.

문제풀이  okra는 17세기에 노예 무역으로 미국에 전해졌다고 했다.

구문분석  [3행] …, while the edible seeds [contained 

inside its pods] are generally a pinkish-beige. 
[ ]는 the edible seed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행] … brought okra to America, where the natives 

dried and ground it into a powder [that could be used 

to thicken …].

where는 America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이며, 

[ ]는 a powd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9  ②

해석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

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높고 더 가늘게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녹음 기술의 품질 결함 때문일 수도 있지

만, 다른 이유도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

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의 말이 공기를 통과하여 약간의 거리를 이동한 후에나 듣게 된

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말을 뼈의 진동처럼 몸 안에

서 듣고 느낀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풍부하고 낮게 들리도록 만든다. 또한, 우

리는 자신이 들리고 싶은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우

리가 자신을 듣는 방식을 꽤 주관적으로 만든다.

문제풀이  (A)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들리는 것이 

녹음 기술의 ‘결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문맥이 자연스러우므로, 

shortcomings가 적절하다. strength는 ‘장점’이라는 의미이다.

(B) 자신의 말을 듣고 느끼는 것은 몸 안에서 뼈의 ‘진동’을 느끼

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문맥이 적절하므로, vibrations가 적절하다. 

decoration은 ‘장식’의 의미이다.

(C) 자신이 들렸으면 하고 바라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듣는 방식은 꽤 ‘주관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subjective가 

적절하다. objective는 ‘객관적인’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8행] This makes our voices sound fuller and 

deeper when compared to what others hear.
「make +O +O .C .」 구문에서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인 

sound가 왔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전치사 to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UNIT 12
이어질 글의 순서

기출 깨뜨리기 p.90

해석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각도에서 보이든지 교실 문을 직사각

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실의 직사각형 문은 그것

이 앞에서 똑바로 보여질 때만 우리의 망막에 직사각형 이미지를 

투영한다. (C) 다른 각도에서는 그 이미지가 사다리꼴로 보일 것

이다. 우리 쪽을 향한 문의 모서리는 문틀에 경첩을 단 모서리보

다 더 넓게 보인다. (A) 사다리꼴이 서서히 점점 더 얇아지면, 망

막에 투영되는 것은 수직선일 뿐인데, 그것은 문의 두께이다. 이 

변화들을 우리는 관찰하고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 마찬가지로, 둥근 동전은 객관적으로 타

원형으로 보여야 할 각도에서 보일 때조차 둥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둥근 것으로 보는데, 정

면에서 똑바로 볼 때를 제외한 각도로부터 볼 때 망막의 상이 타

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구문분석  [1행] … as rectangular no matter from which 

angle it is viewed.

which는 관계형용사로, 뒤에 나오는 명사 angle을 수식하는 형용사

와 절과 절을 잇는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

[5행] …, and all [that is projected on the retina] is a 

vertical line, which is the thickness of  the door.
[ ]는 주어 all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which는 a 

vertical line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V O O.C.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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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angle 각도   project 투영하다, 투시

하다   retina 망막(a. retinal)   vertical 수직의   thickness 두께   

distinguish 구별하다   objectively 객관적으로   hinge 경첩을 달다   

frame 틀

이렇게도 나왔다 p.91

정답  ③

해석��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은 주로 의견, 감정, 또는 희

망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제 과학적인 

시도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B) Ohio 주 미

식축구팀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실제 확률

이 어딘가에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떨지는 알지 못한

다. 일부 팬들은 그들이 Ohio 주 팀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

느냐에 기초해서 그 가능성이 얼마인지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

다. (C) 다른 사람들은 약간 더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

다.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평가하거나, 지난 100년 간의 Ohio 

주 팀의 통계치를 분석하거나, 경쟁력을 고려하는 것 등 말이다. 

(A)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사건에 대한 확률은 거의 주관적

이고, 이러한 접근법은 과학적이지 않을지라도, 팬들 사이에서 

확실히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거리가 된다.

문제풀이��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을 설명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에 대한 예로 제시된 (B)가 오고, 이와 대조적인 내용의 (C)가 온 

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 [7행] Although the actual probability [that 

the Ohio State football team will win the national 

championship] is out there somewhere, no one knows 

[what it is].

the actual probability와 that 이하의 [ ]는 동격이다. what 이하

의 [ ]는 know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 what이 이끄는 

간접의문문이다. 

[9행] Some fans will have ideas about [what that 

chance is] based on [how much they love or hate Ohio 

State].
첫 번째 [ ]는 의문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about의 목

적어로 쓰였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다. 

어휘��subjective 주관적인   approach 접근   typically 보통, 일반적

으로   attempt  시도   make  for  도움이 되다   actual  실제의   

chance 가능성   slightly 약간, 조금   evaluate 평가하다, 감정하다   

S´

V´

stat pl. 통계(statistics)   analyze 분석하다   competition 경쟁

1 ①   2 ②   3 ②   4 ⑤

적용독해� p.92

1  ①

해석  통역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를 요구하는 일이다. 부정확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비극적

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A)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18세의 

남성이 가족에 의해 플로리다의 병원으로 실려 왔다. 그들은 그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

은 스페인어밖에 할 수 없었다. 병원의 한 직원에 의해 통역이 제

공되었는데, 그는 ‘intoxicado’를 ‘독을 먹은’이 아니라 ‘(술·마

약에) 취한’으로 통역했다. (C) 이 잘못된 통역은 의사들로 하여

금 그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했다. 남자의 가족은 그가 식중

독에 걸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 남자가 약물 과다 복

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치료를 했다. 사실 그는 대뇌출혈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B)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그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늦어졌고, 이것은 그가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능

력을 상실하게 했다. 만약 병원의 누군가가 그 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젊은이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풀이  올바른 통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A)가 이어

지고, 병원 직원의 오역으로 인해 의사가 잘못된 치료를 했다는 내용

의 (C)가 온 후, 이로 인해 환자의 사지가 마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

며 잘못된 통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B)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

럽다.

구문분석  [1행] If  (it is) done incorrectly, it can cause 

serious … .

If 다음에는 it is가 생략되었는데, 조건의 부사절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주어 +be동사」가 종종 생략된다.

[10행] If someone at the hospital had known the exact 

meaning of  a single word, the young man could have 

been treated properly. 
「if+S+had+p.p., S+조동사의 과거형+have+p.p.」는 과거 사

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14행] However, the doctors treated the man as if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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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uffering from a drug overdose.
「as if+가정법 과거」는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이며,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2  ②

해석  1696년에, 영국은 William 3세 시대 동안의 재정 손실

을 메우기 위하여 창문세를 제정했다. (B)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있는 각각의 창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대부분의 창문은 길

거리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쉬웠다. 

오랫동안 세금은 정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A) 그러

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양이 줄어들었

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창문을 막고 있었고, 새로운 건물들

은 창문을 더 적게 만들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고 있었다. (C) 

이러한 창문의 부족은 재정적 문제들을 야기하였으나, 더 큰 문

제는 사람들의 건강이었다. 의사들은 더 적은 수의 창문을 갖는 

것이 건물 내 채광의 양을 줄이고, 공간을 습하고 어둡게 만들었

으며, 그로 인해 거주자들이 병든다고 불평했다. 항의자들은 곧 

창문세를 ‘건강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폐지되었

다.

문제풀이  영국 정부가 창문세를 제정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제

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B)가 나오고, 시간이 흘러 사

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창문을 막거나 없앴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지 과정을 언급한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12행] Doctors complained [that {having fewer 

windows reduced the amount of  sunlight in buildings 

and made the spaces damp and dark}, which caused 

the residents to get sick].
[ ]는 complained의 목적절이며, which는 앞의 문장 { }를 선행사

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3  ②

해석  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영국은 침입해 오는 독일 폭격기를 

탐지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일련의 레이더 기지들을 세웠다. 폭

격기가 탐지되면, 그것들은 영국에 다다르기 전에 격추될 수 있

었다. (B) 이 기술을 기밀로 하기 위해, 영국 첩보 기관은 성공

적인 탐지가 자국 군인들의 엄청난 시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

을 전파했다. 심지어 John Cunningham이라는 한 영국 공군 

조종사는 어둠 속에서 폭격기를 포착하는 능력 덕분에 ‘캣츠 아

이’로 널리 알려졌다. (A) 영국 정부는 캣츠 아이의 놀라운 시력

은 당근을 많이 먹는 그의 식생활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식품부

는 곧 당근 박사라는 캐릭터가 포함되고 ‘당근은 당신을 건강하

게 해 주고 정전 시에도 보는 것을 도와준다’는 슬로건을 선전하

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요리 책자를 제작했다. (C) 독일인들, 영

국의 민간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고 

수십 년 동안 끝없이 그것을 되풀이했다. 이는 영국 공군이 실제

로 한 일에 대한 진실을 성공적으로 은폐하는 데 기여했고, 의도

치 않게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게 했다.

문제풀이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이 독일 폭격기 탐지 목적으로 레이

더 기지를 세웠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레이더 기술을 기밀로 하기 위

해 영국군의 뛰어난 시력이 폭격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캣

츠 아이’라는 비행기 조종사를 내세웠다고 언급한 (B)가 이어지고, 캣

츠 아이의 시력의 비결이 당근을 많이 먹은 덕분이라고 발표하자 당

근의 효능이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는 내용의 (A)가 온 후,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되었다는 (C)의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2행] If  (they were) detected, they could be 

shot down before reaching England.

I f가 이끄는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 they (= German 

bombers)가 동일하므로 If 다음에 「주어+be동사」인 they were

가 생략되었다.

[5행]  The Minis t r y  of  Food was soon making 

informative cooking booklets [that included a character 

{called Dr. Carrot} and publicized the slogan “Carrots 

keep you healthy and help you see in the blackout].”

[ ]는 informative cooking bookle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 }는 a character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keep+O+O.C.」는 ‘…가 ~하게 유지하다’란 의미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healthy가 쓰였으며, 「help+O+O.C.」는 ‘…가 ~하도록 돕

다’의 의미로 동사원형 see가 목적격보어로 왔다.

[11행] One RAF pilot [named John Cunningham] even 

became widely known as “Cat’s Eyes” for his ability to 

spot bombers in the dark.

[ ]는 One RAF pilot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to spot 이하는 

his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4  ⑤

해석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

품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고인(故人)을 함부로 다루

V´1 O´1 O.C.´1 V´2 O´2 O.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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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관한 그의 걱정을 드러낸다. 무엇이 셰익스피어로 하여

금 이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는가? (C) 그 당시에는 연

구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시신을 파내는 일이 흔했다. 때로는 새

로운 무덤들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신들이 옮겨져 매립

지에 버려지기도 했다. (B) 셰익스피어는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신

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

을 파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경고문을 자기 무덤에 새겨 

달라고 부탁했다. 요약하면 그것은 자신의 유골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A) 이러한 생각을 분석하는 

책을 쓴 한 전문가는 그 묘비명이 그의 묘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이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그 저주가 위대한 작가

의 활동기간 내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풀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그가 죽은 사람이 함부로 다뤄

지는 것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 두려움에 

대한 배경으로 그 당시의 관행을 언급한 (C)가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묘비에 경고문을 새기도록 했다는 (B)가 온 후, 그 경고문으로 

인해 셰익스피어의 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4행] An expert [who wrote a book that 

explores this idea] believes the inscription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his tomb has never been disturbed}]. 

who가 이끄는 [ ]는 An expert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believe+O+O.C.」는 ‘…가 ~라고 믿다’의 의미로, to be 

이하의 to부정사구인 [ ]가 목적격보어이다. why 이하의 { }는 the 

reas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9행] Thus, he asked for a warning [directed at those 

{who might dig him up}] to be engraved on his tomb. 

[ ]는 a warning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 }는 those를 선행사

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those who …」는 ‘…하는 사람들’이

란 의미이다.

[12행] It was common during his time to dig up 

corpses either for research or (for) religious reasons. 

I t은 가주어이고 to  dig  up  이하의 to부정사구가 진주어이다.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 하나’의 의미이다.

V O O.C.

UNIT 13
주어진 문장의 위치

기출 깨뜨리기 p.96

해석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관점을 제공하여,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쟁을 일으키

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전쟁은 분명 다른 모든 선택권이 실패

했을 때 착수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서 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엄청난 선전 활동을 벌인다면, 뉴스 매체

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들(뉴스 매체)은 우

리를 대신해 매우 면밀히 조사하여, 대중들이 상황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전쟁이

나, 정부와 군사령관들에 의해 제시된 이유들과 다른 이유를 위

해 싸우는 전쟁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언론 매

체는 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심지어 거대한, 소위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미국 언론 매체조차도 자신들이 항상 대

중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는 못했으며, 몇몇 주요 사안

에 대한 자사의 보도가 ‘때로는 눈에 띄게 편향적인 것처럼 보인

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구문분석  [8행] Otherwise, we may be drawn into 

unnecessary wars, or wars [fought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presented by governments and generals}].

[ ]와 { }는 각각 wars와 thos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other 

than …」은 ‘…과 다른[…이 아닌]’의 의미이다. those는 reasons

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다.

[11행] Even the large, so-called ‘liberal’ American 

media have admitted [that they have not always been 

watchdog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their own 

coverage ... .”]

have admitted는 완료를, have been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이며, 두 개의 [ ]는 모두 have admitted의 목적절이다. 

「not always …」는 부분부정으로 ‘항상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 

이다.

어휘  threaten 위협하다   go to war 전쟁을 일으키다   convince 납

득시키다, 확신시키다   mount 벌이다, 시작하다   public relation 선전, 

홍보   last resort 마지막 수단, 최후의 수단   obviously 명백히   

undertake 착수하다, 시작하다   on one’s behalf …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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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cial 결정적인, 중대한   liberal 진보적인   watchdog 지키는 사람, 

파수꾼   coverage 보도   strikingly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이렇게도 나왔다 p.97

정답  ③

해석  아일랜드인의 감자에 대한 과잉 의존은 19세기 초반의 특

정한 경제적 경향에 의해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 직물 산업

의 발달이 전통 수공예 부문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아일랜드의 

시골 빈곤층이 식량을 확보하게 해주는 주요 기제를 망가뜨렸다. 

두 번째 부정적 경향은 하락하는 실질 임금과 상승하는 임대료였

는데, 그것은 임금에 의존하는 아일랜드인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점차적으로 떨어뜨렸다. 필사적으로 많은 아일랜드 농부들은 습

지나 바위투성이의 언덕의 중턱을 경작하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 불모지는 그러한 농부들을 만성적인 기아의 위험

에 빠트렸다. 아일랜드인의 빈곤의 또 다른 징후는 물기 많고 맛

은 없었지만, 표준 이하의 토양에서도 상당한 수확량을 낼 수 있

었던 ‘럼퍼’ 품종의 감자에 대한 빈곤층의 늘어나는 의존이었다. 

불행히도 이 감자는 1845~52년의 감자 잎마름병에 특히나 취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농부들이 습지나 언덕 중턱을 경작하는 것

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그 원인이 되는 임금 하락과 임대

료 상승 문제를 언급하는 문장과 그 결과로 농부들이 기아의 위험에 

빠졌다는 문장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③ 뒤의 

문장의 this unproductive land는 주어진 문장의 wetlands or 

rocky hillsides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5행] …, destroying a key mechanism for 

achieving food security for the Irish rural poor.

destroy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6행] A second negative trend was falling real wages 

and rising rents, which gradually reduced … .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이다.  

어휘  desperation 필사적임, 자포자기   resort to (좋지 못한 것에) 기

대다[의지하다]   cultivate 경작하다   hillside 비탈, 산비탈   textile 직

물, 옷감   handicraft 수공예   security 보안; *보장   relative 비교상

의, 상대적인   chronic 만성적인   starvation 기아, 굶주림   variety 

여러 가지; * 품종   y ie ld  (수익·농작물 등을) 산출하다; *수확량   

substandard 수준 이하의, 열악한   vulnerable 취약한   blight (곡식

의) 병충해 

1 ③   2 ②   3 ③   4 ③   5 ③   6 ⑤

적용독해� p.98

1  ③

해석  확증 편향이란 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 주는 사실들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감정

적인 문제나 깊이 뿌리 박힌 견해를 다룰 때 흔히 발생한다. 예

를 들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정치적 관점을 

고수하는 신문이나 잡지만을 읽기를 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

호한 견해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보통 그것들을 자신의 생

각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특히 연구원들은 편향

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하여 이 현상을 인지할 필요가 있

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가설을 확실히 해 줄 것 같은 실험을 

설계함으로써 확증 편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만약 자신들의 

예상에 어긋나는 어떤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것을 간과할 것이다. 연구원들이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특히 연구원들이 이 현상을 의식해야 할 필

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확증 편향)이 무엇인지를 일반적

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과 연구원들의 확증 편향이 실험 설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문장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구문분석  [3행] Confirmation bias is the tendency [to 

focus on facts {that confirm our own beliefs} when 

gathering information].

to focus 이하는 the tendenc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

정사구이다. { }는 fac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1행] One way for researchers to avoid this is [to 

collaborate with other scientists {who hold different 

views}].

to avoid this는 One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이며, for researchers는 의미상 주어이다. [ ]는 주격보어로 사용

된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other scientists를 선행사

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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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해석  미국 정부에 따르면, 매년 온실가스 방출의 48퍼센트가 건

물들에서 나오고, 모든 전기의 76퍼센트가 건축 분야에서 소비

된다. 분명 건축 분야는 기후 변화 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요 산업

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패시브 하우스’

가 소개되었다. 이 건물은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거의 밀폐되

어 있으며, 태양에서 얻은 열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및 기기들의 

열기로 온기를 수동적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은 에너지 손실을 최

소화한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여분의 열기는 최소한의 외부 자

원을 이용하여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냉방비를 피하기 위해, 창

문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그늘에 가려진다.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특수 환풍기와 더불

어, 이 모든 것은 집 주인들이 에너지 비용의 90퍼센트까지 절약

할 수 있게 한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패시브 하우스가 소

개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건축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

장과 패시브 하우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

장 사이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This building is well insulated and nearly 

airtight, [(being) kept warm passively by solar gain and 

the heat of  the people and appliances inside it], which 

minimizes energy losses.
[ ]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

다.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이다.

[10행] All of  this, along with special ventilators [that 

reuse energy to provide a constant supply of  fresh air], 

allows homeowners to save up to 90% on their energy 

bills.
[ ]는 specia l  vent i lato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게대명사절이

며, to provid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allow+O+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3  ③

해석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곤충들이 세계적인 기아,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오염에 맞서는 전투에 있어서 가장 최신식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UN은 정부들로 하여금 식용 곤충들을 애

완동물, 가축,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도록 독

려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일부 개미, 메뚜기와 딱정벌레들은 쇠

고기만큼 많은 단백질과 더 적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음을 발견했

다. 그것들은 또한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무기질도 풍부

하다. 또한, UN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매력적인 부수적 이점들

을 지니고 있다. 곤충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와 가

축으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수백만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러한 곤충을 기르는 것은 소와 돼지를 기르는 것

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방출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곤충들이 

2킬로그램의 먹이를 1킬로그램의 고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젖소들은 같은 양(1킬로그램)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8킬로

그램의 먹이가 필요하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식용 곤충에게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는 내

용이므로, 식용 곤충의 영양학적 이점을 언급하는 문장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점을 언급하는 문장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Researchers have found [that some ants, 

grasshoppers and beetles contain about as much 

protein as beef  and contain less fat (than beef)].
[ ]는 have found의 목적절이다. 「as+형용사+A+as」는 원급비교 

구문으로 ‘…만큼 ~한 A’의 의미이다. less fat 뒤에는 than beef가 

생략되어 있다.

[8행] Using insects as food can reduce greenhouse 

gas and livestock pollution and (can) feed millions of  

hungry people.
동명사구 Using insects as food가 주어이며, 동사 can reduce

와 feed가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었다.

4  ③

해석  둥지를 틀 때가 되면, 암컷 독수리는 흔히 가시가 많은 나

뭇가지와 날카로운 돌을 포함해 몇 가지 특이한 재료들을 가지

고 시작한다. 그러나 그 암컷의 다음 단계는 알들을 위한 완충재

를 만들기 위해 양모, 깃털, 그리고 동물의 털과 같은 더 부드러

운 재료를 덧대는 것이다. 알들이 부화한 후에, 어린 새들은 보통 

그들의 안락한 둥지와 그에 동반되는 공짜 식사를 떠나는 것을 

꺼려한다. 그때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때이

다. 그 암컷은 자신의 발톱을 사용해 부드러운 재료로 된 층을 뽑

아내어 날카로운 돌들과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을 노출시킨다. 

암컷이 이것을 더 많이 할수록, 둥지는 어린 새끼들에게 덜 편안

해진다.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여 어미 독수리는 결국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 그들 자신의 삶을 시작하도록 납득시킨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그때가 어미 새가 둥지 뒤흔들기를 시작하

는 때라는 내용이므로, 어린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S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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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둥지 뒤흔들기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문장 사이인 ③에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8행] The more  she does this,  the less 

comfortable the nest becomes for her young.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으로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5  ③

해석  여러분은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보다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 더 큰 것인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는가? 여기 여러

분이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다.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자

를 들고 팔을 쭉 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보아라. 이것을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달이 탁 트인 하늘에 떠 있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 측정해 보아라. 여러분은 비록 달이 크기

가 변한 것처럼 보여도 두 측정치는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크기의 차이는 착시이다.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근처에 그것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러나 달이 

더 낮게 있으면, 지평선에 있는 작은 나무, 건물, 언덕들과 비교

해서 달을 보는 것이 그것(달)을 더 커 보이게 만든다.

문제풀이  보름달이 하늘에 높게 떠 있을 때보다 지평선 근처에 있

을 때 더 커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 글로, 주어진 문장에 your two 

measurements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달의 크기를 두 번 측정해 보

라는 내용 뒤인 ③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Have you ever wondered [if  a full moon 

is larger …]?

Have … wondered는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이다. 접속

사 if가 이끄는 명사절 [ ]는 Have wond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한

다.

[9행] …, seeing it in comparison to … horizon makes it 

look bigger.

seeing이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이다. 「make +  O +  O.C.」 구문

에서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look이 쓰였다.

6  ⑤

해석  오늘날 통계는 어디에나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이 매

일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통계를 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것의 문제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이러한 통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화 회사를 선택할 때, 당신

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회사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통

S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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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당신에게 그 회사의 서비스의 질이나 고객들의 만족도에 대

해서 어떤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고객 수가 많은 것만 보고 그것이 그 회사가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사실일 수도 있지

만, 그것은 또한 철회하기 어려운 부당한 계약과 같은 부정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때로는 유용하다 할지

라도, 통계는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에서 역접의 접속사 but을 이용해 통계 수치가 

높은 이유가 부정적인 요인의 개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통계 수치가 높은 이유를 긍정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언급한 문장의 다음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구문분석  [6행] ..., when (you are) selecting a telephone 

company, you might choose the one with the greatest 

number of  customers.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  다음에 「주어 +be동사」

인 you are가 생략되었다. the one은 앞에 나온 a telephone 

company를 가리킨다.

MINI Q .

4 the nest
6 a telephone company

UNIT 14
흐름과 무관한 문장

기출 깨뜨리기 p.102

해석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오르막과 내

리막, 빠르고 느린 부분, 부딪침과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뒤집힐 때가 존재한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선로가

(혹은 이 경우에는 인생사가) 여러분을 이끌어갈지 통제할 수 없

다. 밑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꼭대기에 다다를 때는 전체 모습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출발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받아들이고, 탑

승을 즐기려고 노력하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설계할 때, 



48   

여러분은 롤러코스터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은 비록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끝나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구문분석  [2행] …, bumps and shaky parts, and even 

times when you’re upside down.

when은 tim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다.

[6행] …, accept [how you feel] and try to enjoy the 

ride.

[ ]는 동사 accep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며, 「의문사+

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어휘  bump 충돌   shaky 흔들리는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ride 타고 가기, 탑승

이렇게도 나왔다 p.103

정답  ③

해석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색깔이 있는 부분의 중앙에 있는 작

고 검은 원은 동공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일종의 창문 역할을 하

며, 빛이 눈에 들어오도록 한다. 색깔이 있는 부분 자체는 홍채라

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동공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사용

되는 근육막이다. (눈을 깜박이는 행위는 외부 물질들이 눈으로 

들어가서 잠재적으로 눈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홍채에 연

결된 신경은 반사 작용을 통해 홍채의 움직임을 유발하는데, 이

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그 작용에 대해 생

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홍채가 동

공의 크기를, 나아가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한다.

문제풀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의 글

로, 눈을 깜박거리는 행위가 외부 물질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③은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  [1행] The small black circle [in the center of  

the colored part of  your eye] is called the pupil.

The small black circle이 주어로 전치사구 [ ]의 수식을 받으며, 

동사는 is called이다.

[5행] Nerves [that are connected to the iris] cause it to 

move through reflex action, which means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the action to make it happen.
[ ]는 주어 Nerv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cause+O 

+ to-v」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which는 reflex action

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S

V

S V

어휘  pupil 동공   iris 홍채   sheet 한 장; *(얇은) 막   blink 눈을 깜박

이다   foreign 외국의; *이질적인   potentially 잠재적으로   nerve 신

경   reflex action 반사 작용

1 ②   2 ④   3 ④

적용독해� p.104

1  ②

해석��호주의 대보초가 죽어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보려는 바람으로 그곳

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LCT로도 알려진 ‘마지막 기회 관광’

의 대표적인 예이다. LCT는 사람들이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데 주력하는 특수 관광 형태이다. (오늘날 

관광 산업은 환경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

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해 오고 있다.) 불행하게

도, 위기에 처한 장소를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의 급증은 그 장

소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역할만 한다. 이것은 관광과 관련된 

과잉 수용과 증가된 탄소 배출이 그 장소를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마지막 기회 관광객들의 마음을 더 

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광객들은 대개 그들 자신의 행

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지 못한다. 

문제풀이��위기에 처한 관광 명소가 마지막으로 그곳을 보려는 관광

객들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최근의 

관광 상품 대상에 대한 내용인 ②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3행] LCT is a specialized type of  tourism [that 

focuses on allowing people to experience things {that 

are likely to disappear soon}].
[ ]는 a specialized type of tourism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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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행]  …,  a  r ush of  tour is t s  [hoping to  see  an 

endangered site] only serves to put the site in greater 

danger.
[ ]는 tourist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8행] This is because [the overcrowding and increased 

carbon emissions {related to tourism} can cause the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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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to deteriorate further], which in turn increases its 

appeal to other last chance tourists.
{ }는 the overcrowding and increased carbon emission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which는 앞 절 [ ]의 내용을 선행사로 하

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2  ④

해석  판매용 달걀 생산에서, 모든 달걀이 포장되고 판매되기 위

해 나가기 전에 달걀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등급 평가 체계가 

사용된다. 각 달걀은 특정 등급이 부여되기 전에 안팎으로 주의 

깊게 검사를 받는다. 검사관들은 껍질이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았

는지를 보고, 그것들이 정상적인 모양과 질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달걀의 외관을 살펴본다. 그런 후, 엑스레이 기술

을 이용하여 검사관들이 달걀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진하고 맑은 

흰자와 건강한 노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달걀 노른자

는 여러 가지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

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달걀 안에 있는 기실(氣室)의 크기가 

검사되는데, 그것이 작을수록 달걀의 등급은 더 높아질 것이다.

문제풀이  달걀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므로, 달걀 노른

자의 영양 성분에 대한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  [4행] Inspectors look at the outside of  the eggs 

to see [whether their shells are clean and undamaged], 

and to make sure [that they have a normal shape and 

texture].

to see와 to make sur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

사로,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whether 이하와 that 이하의 [ ]는 

각각 see와 make sur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9행] … the smaller it is, the higher the egg’s grade is 

likely to be.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 

이다.

3  ④

해석��과거에, 더 많은 시한부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학 치료를 받

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하지

만, 최근에, 호스피스와 시한부 환자 간호로의 움직임이 증가해 

오고 있다. 호스피스는 시한부 간호에 주력하여, 환자들이 편안

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시설이다. 병원과 호스피스의 차이

는 치유를 위한 간호와 시한부 간호 사이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많은 병원과 요양원은 그들의 시설 내에서 시한부 간호 서비스

를 제공한다.) 치유를 위한 간호는 증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치료

이지만, 시한부 간호의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통증

과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다. 

문제풀이��병원과 호스피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치유를 위한 간

호와 시한부 간호 서비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한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요양원이 많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

가 없다.  

구문분석��[4행] A hospice is a facility [that is focused on 

end-of-life care, allowing patients to confront death in 

comfort].
[ ]는 a facilit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allowing 이하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6행] The distinction [between hospitals and hospices] 

has to do with the difference between cur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 ]는 주어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have to do with」는 ‘…와 관

계가 있다’의 의미이다. 

REVIEW TEST  04 p.106

1 ④ 2 ④ 3 ⑤ 4 ③ 5 ④ 6 ⑤

7 ④ 8 ④ 9 ①

1  ④

해석  작은 업무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공

간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흔히 말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생들은 도서관 및 기타 공공 학습 장소에서 이

러한 문제를 흔히 경험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공간이 실제

보다 덜 붐비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는 요령들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책이나 

가방으로 작은 벽을 세울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또 다

른 흔한 방법은 얼굴 양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 사

람들에 대한 그들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혼

자 있거나 그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더 편안한 거리에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풀이  For example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여러 사람이 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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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쓰는 곳에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의 한 예시이므로, 이 방법

들에 대해 소개하는 문장과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문장 사이인 ④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3행] … often report feelings of  [having their 

personal space violated].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인 동명사구로 feel ings와 동격이다. 

「have+O+O.C.」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가 왔다.

[7행] … techniques by which they can make the space 

feel less crowded than it actually is (crowded).

by which 이하는 techniques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대

명사」절이며, 「make+O+O.C.」는 ‘…가 ~하도록 만들다’의 의미로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인 feel이 왔다. is 뒤에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 crowded가 생략되었다.

2  ④

해석  다음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라. 상처 부위 안에 놓인 원격

조정장치가 켜져서 약물에 가장 저항력이 강한 미생물까지도 없

애기 위해 열을 이용한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것을 마친 후에, 

그 장치는 용해된다. 그러한 장치들이 아직 사용될 준비가 된 것

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완성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

다. 미국의 기술자들은 이미 용해성의 전자 장치뿐 아니라 생분

해성의 원격 조정 회로 또한 설계해냈다. 이 회로는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해성의 전자 장치를 만드는 데 필수적일 것이

다. (의료 분야에의 적용뿐 아니라, 이러한 기기들은 전자와 건설

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회복의 

임무를 완료한 후에, 그것들은 간단하게 용해되어 그것들을 나중

에 외과 수술로 제거할 필요를 없앤다.

문제풀이  체내에 들어가 특정 기능을 수행한 뒤 용해되는 장치의 의

학적 가능성에 대한 글이므로, 의료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사

용이 가능하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  [1행] A remote-controlled device [placed inside 

a wound] turns on and uses heat to kill even … .

[ ]는 주어 A remote-controlled devic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이며, 동사 turns on과 uses가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to kill 이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0행] …, they could simply dissolve, eliminating the 

need [to surgically remove them later].

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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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the nee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3  ⑤

해석��사람들은 때때로 설탕이 신체에 즉각적인 에너지의 분출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혈당이 증가하고, 이는 췌장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C) 결과

적으로, 우리는 그러고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데, 이것은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 다시 말해, 피로감은 

당 섭취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B) 이러한 느낌은 

보통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것을 완전히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식단에서 설탕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A) 또한 빵, 파스타, 그리고 쌀에 들어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여러

분이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문제풀이��설탕 섭취 시 췌장이 혈당 수치 안정을 위해 인슐린을 분비

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대한 결과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C)가 오고, 이러한 피로감은 혈당 수치

가 정상으로 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내용인 (B)가 온 후, 혈당 수치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설명한 (A)로 이어지는 것

이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 [2행] What actually happens when we eat 

sugar is [that our blood sugar increases, which causes 

the pancreas to produce insulin, a hormone {that is 

used to stabilize our blood sugar levels}].

What ... sugar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 ]는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hich는 our blood sugar increases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 }는 a hormone을 수식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9행] The best way [to avoid it completely] is by 

minimizing the amount of  sugar in your diet.
[ ]는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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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③

해석  Everton 대학은 현재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우선, 

대부분의 강의실들이 초만원이다. 예를 들어, Science Hall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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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호 강의실에서 열리는 강의들에는 4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지만, 책상은 고작 31개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강의실들이 

유지보수가 부실하여 벽과 바닥이 온통 얼룩투성이다. 안타깝게

도,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건물 밖에서도 계속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몹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정에 위치한 한 개의 주차장은 거

의 항상 꽉 차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인근 주택가에 차를 주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학생들은 제시간에 수업에 도

착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학교 건물 밖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

고 있으므로, 건물 내부의 문제점을 나열한 문장과 건물 밖의 주차 문

제를 상세히 다룬 문장 사이인 ③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6행] Most troubling is [the terrible shortage of  

parking spaces {available for students’ cars}].

주격보어인 Most troubling이 강조되어 문두로 나가면서 주어인 [ ]

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 }는 parking space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이다.

[9행] It can sometimes take so long to find a spot that 

students have to sprint … .

It은 가주어, to find a spot이 진주어이다.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5  ④

해석  사람들이 예술을 창조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신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기 위

해서이다. 많은 아프리카의 예술도 이러한 이유로 창조되었다. 

아프리카의 조각, 이야기, 춤, 그리고 음악은 모두 종교에 그 기

원을 둔다. 이 종교적 영향은 아프리카 예술이 보통 형태에 있어

서는 다양하나, 양식의 유사성을 지닌 한 이유이다. 각 지역의 종

교적 신념과 의식이 서로 다르므로, 각 지역은 북이나 가면과 같

이 구별되는 예술 형태를 지녔다. (오늘날, 토속신앙은 아직도 아

프리카 인구의 절반 이상에 의해 행해진다.) 그러나, 이 예술의 

기본 양식은 공통적인 종교적 주제로 인하여 유사하다.

문제풀이  아프리카의 예술이 종교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의 글로, 토

속신앙이 아직도 대다수 아프리카 국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  [1행] There are many reasons [that people 

create art], one of  which is to express their moral and 

S.C. V S

religious beliefs.
[ ]는 many reas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to express 이

하는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6  ⑤

해석  Charlie Steinmetz는 역사상 가장 재능있는 기술자 중 

한 사람이었다. Henry Ford의 대규모 자동차 공장에 사용되는 

전기 발전기를 고안한 인물이 바로 Steinmetz였다. (C) 한번

은, 바쁜 업무 시간 중에 공장의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회사의 

기계공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다. 결국, Ford는 

Steinmetz에게 전화를 했다. 그 천재는 몇 시간 동안 기계를 

만지작거렸고, 공장은 다시 가동되었다. (B) 모든 것이 다시 잘 

돌아가고 난 후에, Steinmetz는 Ford에게 10,000달러를 요

구하는 청구서를 주었다. 비록 Ford가 부유하기는 했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다. “Charlie, 발전기를 두 시간 정도 손본 것치고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그가 말했다. (A) Steinmetz

는 “발전기를 손본 것에 대해서는 100달러만 청구하는 것입니

다. 하지만 어디를 손보아야 하는지 알아낸 것에 대해 9,900달

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Ford는 그것에 대해 

언쟁할 수 없었고, 그 돈을 지불했다.

문제풀이  Charlie Steinmetz는 Henry Ford의 자동차 공장의 전

기 발전기를 고안한 유능한 기술자라는 주어진 글에 이어, 그가 만든 

발전기가 고장 나자 Ford가 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C)가 

오고, 기계를 고치고 난 후 Steinmetz가 청구한 높은 금액의 수리비

에 대해 Ford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B)가 이어진 다음, Steinmetz

의 재치 있는 대답에 Ford가 결국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A)로 이

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2행] It  was  Steinmetz that  created the 

electrical generators [used in Henry Ford’s massive 

automobile factory].
「it is … that」 강조구문으로 문장의 주어인 Steinmetz를 강조하고 

있다. 강조 대상이 사람인 경우 that 대신에 who를 사용할 수도 있

다. [ ]는 the electrical generator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  ④

해석  수년 전에, 중장비로 가득 찬 공장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설비는 너무나 거대해서 건물 전체를 흔들었고, 그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해결책으로, 그는 밟고 설 수 있는 고

무 매트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매트는 바닥

의 진동을 완화시켜 그 남자의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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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뒤에, 그는 누군가가 그의 매트를 훔쳐간 것을 알고 당황했다.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그는 고무 두 조각을 구해 그의 신발 양쪽 

각각의 뒤꿈치에 하나씩 못으로 박아 고정시켰다. 이제 그는 어

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두 장의 작은 고

무 매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원래의 것만큼 효과가 있

었다. 그 젊은이는 Humphrey O’Sullivan으로, 최초로 고무 

뒤축을 댄 신발을 발명한 사람이었다.

문제풀이  주어진 문장은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고무 조각을 신발에 

박았다는 내용이므로, 기존의 고무 매트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문장과 

고무 조각을 댄 신발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는 문장 사이인 ④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  [8행] Now he had two little rubber mats to 

stand on [that no one could steal], … .

to stand on은 two little rubber ma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의 to부정사구이다. [ ]는 two little rubber mats를 선행사로 하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  ④

해석  토끼가 코를 상하좌우로 재빨리 움직이면서 코를 씰룩댈 

때, 그것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오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토끼는 숨어 있는 포식자를 감지할 확률이 높아

진다. 그러나 코를 씰룩대는 기술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사

실, 토끼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코를 씰룩댈 만큼 코에 있는 근육

과 신경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물론, 사람들도 

이처럼 코를 씰룩댈 수는 없지만, 윗입술은 더 잘 움직일 수 있

다.) 야생 토끼처럼 애완 토끼들도 그들의 코를 씰룩거린다. 그들

은 포식자들을 감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

의 후각은 여전히 집에서 그들이 먹이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

다. 

문제풀이  토끼가 코를 씰룩대는 이유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사람이 윗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구문분석  [1행] When a rabbit wiggles its nose, [moving 

it quickly from side to side or up and down], …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4행] In fact, few animals other than the rabbit are able 

to control the muscles and nerves in their noses well 

enough to wiggle them in this way.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여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enough to-v」는 ‘…할 만큼 충분히 ~하게’라는 의

미이다.

9  ①

해석  소크라테스의 최후 며칠 동안, 그의 친구들은 그가 사형 당

하기로 되어 있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울 완벽한 계획을 

짰다. (A) 그들은 논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계획이 좋은 것이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납득시키려 노력했다. 만일 그가 그들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친구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친

구들이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을 

이었다. (C) 그러므로 만일 그가 친구들의 평판을 지켜주고자 한

다면, 그들의 계획을 따라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논리적인 선택

일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평판은 어떤 행동이 옳

은지 그른지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 

무엇보다도,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라고 그는 친

구들에게 말했다. 말을 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의 제

안)을 거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문제풀이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그를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내

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친구들이 소크라테스가 탈출해야 하는 이유

에 대한 근거를 그에게 납득시키려 했다는 (A)에 이어,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 (C) 다음에, 친구들의 제안

을 거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8행] Having spoken, Socrates turned his 

friends down and accepted his death.

Having spoke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having+p.p.」

로 시작하는 완료형 분사구문은 그 일이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

난 일임을 나타낸다.

UNIT 15
일반 장문

기출 깨뜨리기 p.114

해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과학 기술은 점점 더 많이 우리가 원한

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오늘날 누군가가 친

교 로봇과 디지털화된 친구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리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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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우리가 누구 또는 무엇과 교제하든지 늘 연락하고 지내

며 홀로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군가는 우리가 원

하는 것이 결속력이 약한 많은 인연들, 즉 온라인상에서 아는 사

이임을 지지해주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

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참된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리는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는 어느 정도의 평온함과 고독을 원할지도 모른다. 한 미국 작가

가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덜 ‘혼잡하게’ 살기 원하며, 더 

자주는 아니지만 보다 의미 있는 면대면 만남을 기다릴지도 모

른다. 모든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판

을 두드릴 때, 우리는 자신이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는 것

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로봇과 함께 체스를 하는 것이 괜

찮기는 하지만, 로봇들은 가족이나 친구에 관한 그 어떤 대화에

도 적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로봇도 욕구를 가

질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육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위해서는 태어나고, 부모와 가

족을 가지고, 애정과 아마도 자녀를 바라고, 죽음을 예견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결

정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론, 정전이 되어도 사라지

지 않는 실제 세계로부터 가상의 것이 우리를 없애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답풀이  1. ① 전원을 연결하고 접속하라: 외로움과의 작별 ②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윤리적 논제들 ③ 인간과 로봇: 친구인가 적인

가? ⑤ 인터넷을 탐색하라, 현실을 넘어서라

2. ① 모험적인 시도 ②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 ④ 친교 로봇과의 

대화 ⑤ 초자연적인 중재

구문분석  [3행] …, one might assume that what we want 

is [to be always in touch and never alone, no matter who 

or what we are in touch with].

what we want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절로 that절의 주

어 역할을 한다. [ ]는 that절의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no matter who or what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

내며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or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5행] One might assume that what we want is plenty of  

weak ties, the informal networks that underpin online 

acquaintanceship.

plenty of weak ties와 the informal networks 이하는 동격이다.

[16행] We may decide that for these conversations, 

we must have a person [who knows, firsthand, {what 

it means to be born, to have parents and a family, to 

wish for love and perhaps children, and to anticipate 

death}].

that 이하는 decide의 목적절이다. [ ]는 a person을 선행사로 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kn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는 간접의문문이다.

어휘  sociable 사교적인   be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underpin 

지지하다,  응원하다   a c q u a i n t a n c e s h i p  아는 사이[사람]    

consequence 결과   stillness 고요, 정적   solitude 고독   thickly 

빽빽하게   infrequent 잦지 않은, 드문   unfit 부적당한, 어울리지 않는  

flesh 육체, 인간성   firsthand 직접, 바로   outage 정전   [문제] 

farewell 작별   foe 적(敵)   detach 떼다; *분리시키다   adventurous 

모험적인, 위험한   endeavor 노력, 시도   outburst 폭발; *급격한 증가   

e n c o u n t e r  맞닥뜨리다;  *만남   s u p e r n a t u r a l  초자연의   

intervention 중재

1 ①   2 ④   3 ④   4 ④   5 ③   6 ①

적용독해� p.116

1 ①   2 ④

해석  심리학자들은 보상과 아이들의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3세

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집단을 선발했다. 그 다음 그들은 아이들

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A 집단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

며 자유 시간을 보낸다면 상으로 상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을 받았다. B 집단에서는, 아이들은 상장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

지만 그림을 그리기로 선택했을 경우 어쨌건 상장을 받았다. 마

지막으로, C 집단에 있는 아이들은 상장을 받지도, 그에 관해 듣

지도 못했다. 그 후 아이들은 자유 시간 동안 관찰되었고, A와 B 

집단에 있는 아이들 중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아이들은 상장을 받았다. 실험을 끝내고 나서 2주 후, 심리학자

들이 돌아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A 집단에 있는 아이들은 그

림 그리기 활동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린 반면 다른 두 집단

의 아이들은 계속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현재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물

질적 보상의 제공이 실제로는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재

적 동기를 감소시킬 때 발생한다. 심리학자들의 실험은 상장이나 

상으로 아이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시도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활동에 관해서라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동기를 내적 만족에

서 외적 요소들로 바뀌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일단 이러한 외적 요

소들이 제거되고 나면, 아이들의 내적 동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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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들은 결국 그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된다.

문제풀이  1. 물질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잃게 하는 원인이라는 ‘과

잉 정당화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① ‘사라진 

동기의 놀라운 원인’이 가장 적절하다.

2. 빈칸 전의 내용에서, 물질적 보상을 약속 받았던 A 집단의 아이들

의 내재적 동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빈칸에는 물질

적 보상의 제공이 ④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내재적 동기를 감

소시킨다’는 내용이 적절함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1. ② 아이들이 칭찬을 바라는 진짜 이유 ③ 보상: 아이들

에게 효과적인 동기 부여 요소 ④ 창의적 활동들이 학생들을 고무시

킬 수 있다 ⑤ 선행에 대한 최고의 보상을 제공하기

2. 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다 ② 새로운 것을 해보

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를 증진시키다 ③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협

동을 저해하다 ⑤ 사람이 계속해서 더 값진 상을 요구하도록 하다

구문분석  [2행] They selected a group of  children [from 

the ages of  three to five] [who were interested in 

drawing].
두 개의 [ ]는 모두 a group of children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와 주

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5행] The psychologists’ experiment showed that 

[attempting to encourage children with certificates or 

prizes] can have an adverse effect when it comes to 

activities (that) the children naturally enjoy.

[ ]는 that절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며, the children 이하는 

activitie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관계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18행] The problem is [that doing so causes the 

children’s motivation to shift from internal satisfaction 

to external factors].
[ ]는 문장의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며, that절의 주어로 쓰

인 동명사구 doing so는 앞 문장의 attempting to encourage 

children with certificates or prizes를 의미한다.

3 ④   4 ④

해석  관계에서 친밀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행동들은 그것들이 원

치 않아지는 경우 때로 참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화를 일

으킬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부모들이 자식의 사생활에 대해 질

문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젊은 여성이 

힘든 시기 동안 말할 누군가가 필요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의

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여자가 초기의 감정들을 극복하

고 나서도, 어머니가 그녀의 관계에 대해 계속 질문할지도 모른

다. 이러한 질문들은 달갑지 않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

립이 뒤따를 것이다. 가까운 지인의 괴로움을 아는 것은 보통 딜

레마로 이어진다. 그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

신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반면 너무 자주 묻는 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우, 그들은 자식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이 자식들에게 신경 쓰고 있다

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 최근의 이별 후에 상심한 딸의 

경우처럼,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

식일 때, 이러한 관심은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화제

를 꺼내고 자식이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함

으로써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선의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

이의 결속을 해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풀이  3.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 대인관계에서 상대

방에게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목으로는 ④ ‘어떤 이의 관심이 다른 이

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4. 그것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

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지나친 관심은 참견으로 느껴지고 대립이 뒤

따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친밀감’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3. 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유용한 방법들 ② 불만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③ 다툼은 당신의 관계를 더 굳건

하게 만든다 ⑤ 질문하기: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구문분석  [6행] …, a young woman [who has just broken 

up with her boyfriend] might turn to her mother, 

needing someone to talk to during a difficult time.

who가 이끄는 [ ]는 주어 a young wo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has broken up with는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이다. needing 이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5행] When it is the child who initiates the discussion, 

… .
「it is … who[that]」 강조구문으로, 주어인 the child를 강조하고 

있다. 

[20행] …, it can cause an uncomfortable situation [that 

has the potential {to damage …}].

[ ]는 an uncomfortable situ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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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 }는 the potentia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

이다.

5 ③   6 ①

해석  여러분은 유명한 작가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Erika Nordstrom과 같은 어떤 작

가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자신의 책들에 대한 소재의 

원천으로 이용한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Nordstrom은 그녀

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길 잃은 강아지를 입양한 후에 자신이 일

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날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애완동물이 한 모든 재미있는 일들과 그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려

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쓰곤 했다.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이 일기

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에 그녀는 이웃 농장을 방문한 경험에 대해 썼는데, 거기서 그녀

는 처음으로 말을 타볼 기회를 가졌다. 나중에 그녀는 그해 여

름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많은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썼다. 

결국, 이러한 기억들 중 다수가 Nordstrom이 어른이 되어 집

필한, 십대들에게 인기 있는 책들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책들

을 쓸 때, 그녀는 보통 어리다는 것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기 위하

여, 그리고 책에 포함시킬 흥미로운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영

감을 얻기 위하여 어린 시절의 일기를 되돌아보곤 했다. 오늘날, 

Nordstrom의 이야기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 그러나 새 강아지와 어릴 때 쓰기로 결심했던 일기가 없었다

면, 우리는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공유할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풀이  5. Erika Nordstrom이 어린 시절에 쓴 일기가 나중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책을 쓰는 데 시발점이 되었다는 내용

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Erika Nordstrom의 이야기의 원천’이 가

장 적절하다.

6. 애완동물과 관련된 일이나 농장을 방문한 일 등 어렸을 적 자신의 

소소한 일상들을 글의 소재로 삼았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① ‘그들 자신의 삶의 경험들’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5. ① Erika Nordstrom이 가장 사랑하는 것 ② Erika 

Nordstrom의 성공 비결 ④ Erika Nordstrom의 어린 시절의 기

억 ⑤ Erika Nordstrom의 가족 배경

6. ② 영감을 주는 단편 소설들 ③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 ④ 그들을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 ⑤ 그들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들

구문분석  [12행] … to her childhood journals in order 

to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young, and to find 

inspiration for interesting characters and events [to  

include in her books].

「in order to-v」는 ‘…하기 위해’의 의미이며, to remember와 to 

find 이하의 to부정사구가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it은 가주어

이고 to be young이 진주어이다. [ ]는 interesting characters 

and even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16행] However, if it hadn’t been for her new puppy 

and the journal [she decided to keep as a child], 

we might never have had the chance to share her 

wonderful stories.
「if it hadn’t been for …」는 ‘…이 없었다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

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without …」 또는 「but for …」로 바꿔 쓸 

수 있다. [ ]는 the journal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고, to share 이하는 the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구이다.

UNIT 16
순서 장문

기출 깨뜨리기 p.122

해석  (A)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

한가? 일부 미국인들은 (공간은) 넓을수록 더 좋으며, 주택 구매

자에게 저렴한 신용 대출과 세금 우대 조치가 있다면 더 큰 집을 

짓거나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나의 할아버지 Otto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단

지 더 넓은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울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기 위해서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

어 하지 않았다. 그는 농촌 지역의 대가족 속에서 성장해서, 소박

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C) 1950년대에, 그 당시 아버지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할아버

지는 600제곱 피트의 작은 집을 지었다. 그는 Pleasant Hill에 

있는 작은 구획의 땅에 가로 20피트, 세로 30피트의 건물을 지

었다. 아버지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필수였단다. 원래 할아버지

께서는 집이 ‘근사해지기’까지 재활용을 하고 계셨단다.”라고 말

씀하셨다. 할아버지는 Oakland 부두에서 그의 작은 집을 위한 

대부분의 자재를 구했는데, 그곳은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곳이

었다. 그 자그마한 집을 짓는 데 4년이 걸렸고, 그들이 (그 집으

로) 이사했을 때는 심지어 지붕조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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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버지는 열두 살 아이로 잠들기 전에 지붕이 없는 집에서 

별을 봤던 것을 회상했다. 아버지는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그는 Pleasant Hill을 “개방되어 있으면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모든 집들이 10에이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묘사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쇼핑센터와 더 커진 집들이 들어선 주택 지구

를 건립하느라 소실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이웃들

이 자신들의 집과 땅을 팔아버렸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그 구획 

에서 유일한 작은 집에 살게 되었고, 자신이 사는 집의 네 배 크

기의 많은 집들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B)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만족했다. 집이 작

기는 했지만, 답답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은 만족

해했다. 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는 내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 궁핍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자신에게 꿈을 추구할 시간과 자유, 

그리고 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러 면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삶을 나의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 나는 그에게서 소박함이 금욕

적인 생활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있

어서 혁명이다.

구문분석  [4행] He didn’t want to find himself  working 

longer and longer hours just to pay for more space and 

the stuff  to fill it.

「find +O +v-ing」는 ‘…가 ~하는 것을 발견하다‘의 의미이다. to 

pay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며, to fill 

it은 the stuff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29행] Soon my grandpa had the only small house on 

the block, [(being) surrounded by a sea of  homes four 

times the size of  his dwelling].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앞에 being이 생략되었다.

어휘  credit 신용 대출   tax break 세금 우대 (조치)   integral 절대 필

요한, 완전한   content 만족[자족]하는   cramped 비좁은, 답답한   

deprivation 궁핍, 박탈   pursue 추구하다, 뒤쫓다   austerity 금욕적

인 생활   revolution 혁명, 변혁   cottage 작은 집   plot 작은 구획의 

땅   devour 휩쓸다, 삼켜 버리다   neighborhood (도시 계획의) 주택 

지구   real estate 부동산   dwelling 주거(지), 주택

1 ④ 2 ③ 3 ④ 4 ③ 5 ① 6 ⑤

7 ② 8 ⑤ 9 ①

적용독해� p.124

1 ④   2 ③   3 ④

해석  (A) 그와 같은 이름을 한 체계로 유명한 Louis Braille는 

1809년 1월 4일에 프랑스의 Coupvray에서 태어났다. 그가 

겨우 세 살이었을 때, Louis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후에, 그

는 파리 맹인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책을 너무 읽고 싶었던 그는 

학교가 맹인들이 읽도록 고안된 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

했다. 그 책들은 매우 크고 만질 수 있는 도드라진 활자를 사용

했다. 안타깝게도, 엄청난 글자 크기 때문에, Louis가 한 문장을 

읽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

(D)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uis는 맹인들이 읽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다. 다행히도 학교에 있던 어떤 사람

이 그에게 프랑스 군대에서 밤에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암호에 대해 말해 주었다. 프랑스 군인들은 글자 대신 점과 

대시 기호(-)를 사용하는 암호를 발명해냈다. 그것들은 전장에 

있는 군인들이 밤에 불빛이 없이도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도

록 종이 위로 도드라져 있었다.

(B) Louis는 이 암호를 스스로 읽어보려고 했다. 그것은 도서관

의 책 안에 있던 엄청난 크기의 글자들처럼 도드라져 있긴 했지

만, 대시 기호들과 점들은 훨씬 더 작았다. 그것은 보다 쉽긴 했

지만, 여전히 읽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시 기호들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것은 각 페이지에 겨우 한두 문장만

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Louis는 자신이 좀 더 나은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

(C) 방학 동안 집에 있으면서, Louis는 아버지의 가죽 제품 가

게에 앉아 아버지가 사용하는 온갖 도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새로운 체계를 연구하는 도중에, Louis는 무심코 아버지의 송곳

들 중 하나를 건드렸다. 갑자기, 그는 그 도구가 자신이 새로운 

알파벳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작

업하는 데 며칠을 보냈는데, 알파벳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배열될 수 있는 여섯 개의 점에 기반을 두었다. 그

는 송곳을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찍어내고, 그것을 읽어보려 

시도했다. 그것은 모두 이해가 되었다. 그 순간이 바로 Braille 

점자가 발명된 순간이었다!

문제풀이  1. 사고로 시력을 잃은 Louis Braille가 맹인으로서 독서

의 어려움을 깨달았다는 (A)에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프랑스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접하게 되는 내용의 (D)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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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대시 기호들을 이용한 이 암호가 여전히 읽기에 불편했다는 내

용의 (B)가 이어진 후, 우연히 송곳을 이용하여 글자를 점으로 찍어내

는 방식에 착안하여 점자 체계를 발명했다는 내용의 (C)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 (c)는 Louis Braille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Louis 

Braille를 가리킨다.

3. 새로운 글자 체계를 만들 때 아버지의 도구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

이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

구문분석  [4행] …, he discovered that the school did have 

books [designed to be read by the blind].

did는 문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이며, [ ]

는 book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10행] Dashes took up too much space, which meant 

each page contained only one or two sentences.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이다.

[16행] He spent days working on it, [basing it on six 

dots {that could be arranged in different ways to 

represent the letters of  the alphabet}].

bas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six dots

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 ③   5 ①   6 ⑤

해석  (A) Charles Plumb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 지대공 미사

일에 의해 그의 비행기가 격파될 때까지 제트기 조종사로서 75

회의 전투 임무를 완수한 미(美)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이었다. 그

는 낙하산 덕분에 (격추된 비행기에서) 탈출하여 살아남았지만, 

베트남의 감옥에서 전쟁 포로로 기나긴 6년을 보냈다. 많은 우여

곡절 끝에,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지금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강

연하고 있다.

(C) 어느 날, Plumb이 그의 강연 중 하나를 끝내고 저녁 식사

를 하고 있던 때에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Plumb

이군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Plumb이 누구인지와 그

가 베트남전에서 격추되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Plumb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제가 당신의 낙하산을 꾸렸어요!”라고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Plumb이 비행기를 이륙시켰던 항공모함 Kitty Hawk에

서 Plumb과 함께 해군에 복무했다. Plumb은 그 낙하산이 없

었더라면 자신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와 악수하

며 그에게 감사했다. 그 남자를 생각하자 Plumb은 그날 밤 잠

을 이룰 수 없었고 다음 번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기로 마

음먹었다.

(D) 그의 다음 강연에서, Plumb은 청중들에게 그가 만났던 남

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Plumb은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그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들이 몇 번이나 서로를 보았었을지 

궁금했다. Plumb은 조종사였고 그 남자는 그저 선원이었기 때

문에, 그들은 단순한 인사 말고는 아마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을 것이다. Plumb은 그 긴 시간 내내 낙하산에 관한 일을 

하며, 선박의 깊숙한 안쪽에 있는 탁자에 앉아 자신이 알지도 못

하는 조종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천(낙하산)을 접고 꾸리는 일을 

하던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B) Plumb은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고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누가 당신의 낙하산을 꾸리고 있나요?” 그는 그들에

게 물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그들

이 하루를 제대로 보내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

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Plumb은 청중들에게 잠시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당신의 낙하

산을 꾸려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문제풀이  4. Charles Plumb이 베트남 전쟁 중 격추된 제트기에서 

낙하산으로 긴급 탈출하여 살아남았다는 (A)에 이어, 어느 날 우연히 

해군 시절 그 낙하산을 꾸려준 남자를 만나게 되어 감사를 전하는 내

용의 (C)가 오고, 다음 강연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회상하며 그 남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의 (D)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감사할 것을 청중에게 

전하는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5. (a)는 Charles Plumb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그의 낙하산

을 꾸려준 선원을 가리킨다.

6. Plumb과 선원은 복무 시절 단순한 인사 외에는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구문분석  [14행] He knew [who Plumb was] and [that 

he had been shot down in Vietnam], which surprised 

Plumb.
두 개의 [ ]는 모두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who 

Plumb was는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는 간접의문문

이다. had been shot down은 주절의 과거 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

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수동태이다.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

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18행] Plumb shook the man’s hand and thanked him, 

[saying that {without that parachute, he would not 

have survived}].

saying 이하의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과

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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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26행]  … he thought about the man [working all those 

long hours on the parachutes, sitting at a table deep 

inside the ship, folding and packing the material {that 

controlled the fates of  pilots he didn’t even know}].

[ ]는 the ma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며, 분사 working, sitting, 

folding, packing이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 }는 the material

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he didn’t even know는 

pilot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 ②   8 ⑤   9 ①

해석��(A) 1966년에, Dian Fossey라는 이름의 한 미국 여성

이 고릴라 연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규 훈련도 받지 않은 사실

에도 불구하고, 산악 고릴라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 

그곳에서의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다. Rwanda의 정글은 춥고, 

어둡고, 진흙투성이었고, 높은 고도에 있는 그녀의 (연구) 캠프는 

산소가 희박해서 숨쉬기 힘들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다. 

(C)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산악 고릴라를 뒤

쫓는 데 그녀의 날들을 보냈다. 6개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

는 그들의 일부에게 30피트 이내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들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불행하게도, 밀렵은 그녀가 연구를 한 국립공원에서 심각한 문제

였다. 그녀는 고릴라들이 더 잘 보호받지 못으면 끔찍한 일이 고

릴라들에게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웠다. 

(B) 불행하게도, 고릴라에 대한 그녀의 우려가 옳았음이 드러났

다. 1978년, 새해에, 그들 중 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

는 밀렵꾼들에 대항해서 가족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를 

죽인 밀렵꾼은 그의 몸 일부를 팔기 위해 가져갔다. 딱 6개월 후

에 또 다른 지역 고릴라가 죽임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일부 고릴

라가 더 죽임을 당했다. Fossey는 그녀의 막사 근처에 만든 무

덤에 각각의 고릴라들을 슬퍼하며 묻어주었다. 결국, 그녀는 밀

렵꾼들에 강력히 맞서 그들을 막기로 결심했다.

(D) 그녀는 밀렵꾼들을 막기 위해 보안 순찰대를 조직했고 밀

렵꾼을 잡은 사람은 누구라도 돈을 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밀렵

꾼들의 소가 국립 공원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죽였고 그들의 집

을 불태웠다. 그녀는 이것을 ‘적극적인 보호’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전쟁에 가깝다고 불평했다. 슬프게도, 

Fossey는 1985년에 살해되었는데, 밀렵꾼들 중 한 명에 의해

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녀는 그녀가 고릴라들을 위해 만

들었던 묘지에서 고릴라들 옆에 묻혔다.  

문제풀이��7. Fossey가 산악 고릴라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

다는 (A)에 이어, 열악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릴라에 대한 연구

를 계속했다는 (C)가 오고, Fossey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고

릴라들이 밀렵꾼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B) 이후에, 보안 순찰대를 

조직하는 등 밀렵꾼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살해당했다는 (D)

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8. (e)는 the cattle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the gorillas를 가

리킨다. 

9. 고릴라 연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규 훈련도 받지 않았다. 

구문분석�� [1행] …, an American woman [named Dian 

Fossey] went to Africa to do research on mountain 

gorillas, despite the fact [that she had no experience or 

formal training in studying them].
첫 번째 [ ]는 an American woma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despite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이어진다. the fact와 두 번째 [ ]는 동격이다. 

[15행] …, but eventually she was able to get within 30 

feet of  some of  them, which enabled her to record 

their behavior in great detail.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

명사이다. 「enable+O+ to-v」는 ‘…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17행] …, poaching was a serious problem in the 

national park [where she did her research].

[ ]는 the national park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20행] She organized security patrols to stop the 

poachers and offered money to anyone [who captured 

one].
동사 organized와 offered가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to stop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anyone을 선행

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MINI Q .

7-9 밀렵꾼들을 막기 위해 보안 순찰대를 조직하고 밀렵꾼을 잡

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 밀렵꾼들의 소를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것

V´ O´ O.C.´

V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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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05 p.130

1 ① 2 ③ 3 ② 4 ③ 5 ③ 6 ④

7 ① 8 ② 9 ④ 10 ②

1 ①   2 ③

해석  1919년, 미국의 Woodrow Wilson 대통령은 뇌졸중을 

앓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건강이 나빠졌고 몸이 부분적으로 마

비되었다. 그가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아

내 Edith Wilson이 국무를 맡아보는 것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를 정치적 적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대통령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국

민들과 다른 정치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차단하였다. 대통령과 대

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영부인을 거쳐야 했다. 그 결

과, 대통령의 병상 기간 동안 Edith Wilson은 대통령직 배후

의 권력이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국회 의원들은 대통령이 스스

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영부인

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실에 화가 나서 그들은 부통령

이 직권을 인계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Edith Wilson의 행

동을 보고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했다

고 느낀 이들도 있었다. 11월 중순 즈음 Wilson 대통령은 건

강을 되찾았으나, 그의 아내는 1921년에 그가 퇴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보필했다. 남편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역할을 했

던 미국의 영부인들은 (그녀 말고도) 더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Edith Wilson이 그 6주 동안 발휘했던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녀의 주요 관심사가 병든 남편을 정치적 적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나라가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은 분명 

하다.

문제풀이  1. Wilson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기간에 영부인 

Edith Wilson이 남편을 대신하여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므

로 빈칸에는 ① ‘대통령직 배후의 권력이 되었다’가 적절하다.

2. 영부인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품은 국회 의원들이 부통령에게 대

통령직을 인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보좌했다고 언급되었다.

오답풀이  1. ② 대통령의 아내이자 그의 의사로서 행동했다 ③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해야만 했다 ④ 공무원들과 의사

소통할 수 없었다 ⑤ 대통령의 병세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았다

구문분석  [1행] …, the American president Woodrow 

Wilson suffered a stroke, which left him in poor health 

and partially paralyzed.
V´ O´ O.C.´1

O.C.´ 2

which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leave+O+O.C.」는 ‘…가 (어떤 상태로) 되게 하다’의 의미이다. 

leave의 목적격보어로 전치사구 in poor health와 과거분사구 

partially paralyzed가 and로 병렬 연결되었다.

[5행] …, she let only a few people know [how serious 

the president’s condition was], keeping this information 

from the public and other politicians.
[ ]는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

+(형용사[부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keep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며, 「keep+O+ from ...」은 ‘~을 

…로부터 보호하다’의 의미이다.

[11행] [(Being) Displeased that the first lady seemed to 

be in control], they demanded that the vice president 

(should) take over.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명령·제안·요구의 의미를 가진 

동사(demand, suggest, purpose, order 등)의 목적어로 오는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형」이 사용된다.

3 ②   4 ③   5 ③

해석  (A) 어느 날, Mary의 이웃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길을 잃은 

개를 잠시 돌봐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웃은 그 개가 건물의 

주차장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었다. Mary는 그러겠다고 했

으나, 이웃에게 자신이 그것을 며칠 동안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여자는 개의 사진을 찍어서 지역 사회 웹사이트의 ‘실종된 애

완동물’ 구역에 올렸다. 그들은 또한 전단지를 인쇄해서 동네 주

변에 그것을 붙였다.

(C) 그들이 전단지를 모두 붙인 후, Mary는 자신의 딸 Becky

와 함께 애완동물 용품을 사러 갔는데, 그 아이는 심각한 심장 질

환을 앓고 있었다. Mary는 Becky에게 개를 갖게 되는 것에 대

해 너무 들떠있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그녀에게 그것이 단지 

며칠 동안만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며칠이 지났고, 개의 주인

한테는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Mary는 개가 격하

게 짖으며 자신의 침실 문을 긁어대는 소리에 깼다.

(B) 침대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개가 문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

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개는 Becky의 방으로 뛰어갔는데, 그 

곳에는 Becky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Mary가 

자신의 딸을 돌보기 위해 몸을 굽히자 개는 짖는 것을 멈추었다. 

Mary는 Becky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Becky

는 자신의 병에 관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가 

Becky를 몇 분만 늦게 데려왔더라면 그 소녀는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 개는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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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ecky가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Mary의 가족은 그 개를 

Berry라고 이름 짓고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틀 뒤, Mary는 개의 주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

녀에게 전단지를 보았으며, 자신의 개를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말

했다. 그는 그들의 아파트로 왔는데, 거기서 소녀가 울고 있고 그

녀의 엄마가 그녀를 꽉 안아주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Mary

는 그 개가 딸의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잠시 생각한 후에, 

개의 주인은 “아마 그는 당신들을 찾기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문제풀이  3. Mary가 길 잃은 개를 잠시 맡게 되어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A) 이후에, 며칠이 지나도록 개의 주인에게서 연락이 없

던 어느 날 갑자기 개가 Mary를 깨우는 내용의 (C)가 오고, 개를 따

라가자 자신의 딸 Becky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

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는 (B)가 이어지며, 생명의 은인인 개를 가족

으로 받아들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의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왔다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Mary의 가족에게 개를 계속 돌봐줄 것을 말하는 

(D)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 (c)는 Becky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Mary를 가리킨다.

5. 개는 Mary의 딸 Becky의 목숨을 구했다.

구문분석  [2행] The neighbor had found it wandering 

around the building’s parking lot.
이웃이 개를 발견한 것은 Mary에게 부탁을 하는 것보다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found가 쓰였다. 「find+O+O.C.」

의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현재분사가 쓰였다.

[7행] Upon seeing her, it ran to Becky’s room, where 

the girl was lying unconscious on the floor.

where는 Becky’s room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이다. unconscious는 주격보어에 상당하는 어구로, 보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쓰였다.

[26행] Maybe he was supposed to find you guys.  
「be supposed to-v」는 ‘…하기로 되어 있다’의 의미이다.

6 ④   7 ①

해석��AI로도 알려진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은 최근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AI는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우리 일

상생활의 일부인 거의 모든 기계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AI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그것이 인간의 실수를 없앤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결코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심각한 우려 또한 생기고 있다.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

V O O.C.

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AI가 우리의 선

호도에 기반을 두고 논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드

웨어가 마모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윤리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어느 날, 그 차가 여러분

을 직장에 데려다주는 도중에, 길을 건너는 아이 한 명을 쳐서 심

각한 부상을 입힌다. 누구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인가, 

자동차 제조사인가, 아니면 자동차 자체인가? AI가 세상을 더 나

은 곳으로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잠재력을 지

니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은 

규제와 제한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분명히, 인공 지능이 우리가 살

고 있는 세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문제풀이��6. 많은 잠재력을 지닌 AI를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많은 규제와 제한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는 ④ ‘AI 규제와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적절하다. 

7. 무인 자동차 사고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지에 관한 예가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① ‘윤리’가 적절하다.

오답풀이��6. ① AI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② AI 발달의 역사 

③ 우리 미래에 대한 AI의 긍정적인 영향 ⑤ 생각하는 기계: 그것들

은 정말 가능한가?

구문분석�� [1행]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known as AI], has been rapidly expanding in recent 

years.
[ ]는 중간에 삽입된 과거분사구로, known as는 ‘…로 알려진’의 의

미이다. has been expanding은 현재완료진행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6행] When machines can think, they must make 

decisions [which could directly affect human lives].

[ ]는 decis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3행] Although AI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and (to) make our lives much 

easier], [using it wisely and safely] will require man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첫 번째 [ ]는 the potentia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이다. to change와 (to) make는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

되었다. 「make+O+O.C.」는 ‘…를 ~하게 하다’의 의미로 목적격보

어로 형용사 easier가 왔다. much는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수

식하는 부사이다. using이 이끄는 [ ]는 동명사구 주어이다. 

S

V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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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9 ④   10 ②

해석  (A) 한 현명한 노인이 어느 작은 도시에서 한 주유소를 소

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손녀딸이 찾아왔다. 그 아이는 그

와 함께 흔들의자에 앉아 운전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

다. 얼마 후에, 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남자

가 내렸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는 도시를 둘러보았다.

(B) 그러더니 그 낯선 사람은 노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저

는 이 근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도시는 어떤

가요?” 노인은 “글쎄요, 당신이 살던 곳은 어떻소?”라고 대답했

다. “오, 그곳은 끔찍해요.”라고 그 남자가 말했다. “모두가 무례

하고 정직하지 못하죠.” 흔들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은 고개를 끄

덕이며 “이 도시도 똑같소.”라고 말했다.

(D) 그 낯선 사람이 떠나고 잠시 후에, 또 다른 낯선 차가 주유

소에 들어왔다. 한 남자가 내렸고 그 노인과 손녀딸에게로 걸어

왔다. “안녕하세요.”라고 그가 말했다. “저는 이 도시가 살기 좋

은 곳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의 도

시는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곳이죠.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해요.”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도시도 똑같소.”라고 말했다.

(C) 그 남자가 차를 몰고 가버린 후에, 그 어린 소녀는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손녀는 “할아버지, 첫 번

째 남자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우리 도시가 살기

에 끔찍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자에게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죠?”라고 말했다. “음,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똑같은 것을 발견한단다. 그것은 네

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너의 태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이란다.”라

고 노인은 말했다.

문제풀이  8. 주유소 주인인 한 노인과 그의 손녀가 주유소에 앉아 있

을 때,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는 (A) 다음에, 그가 노인에게 질문을 

하고 떠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그 남자가 떠난 뒤 또 다른 낯

선 남자가 주유소로 찾아와 같은 질문을 하는 (D) 이후에, 손녀딸이 

노인에게 두 남자의 같은 질문에 다르게 답한 이유를 묻고 노인의 대

답을 통해 이 글의 교훈이 드러나는 (C)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9. (d)는 첫 번째로 등장한 낯선 남자를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모두 

현명한 노인을 가리킨다.

10. 노인이 두 남자의 질문에 이 도시도 그들이 사는 곳과 같다고 대

답한 이유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② ‘그들의 태도를 함께 가지고 

가서’ 결국 그들의 태도대로 그 장소를 보게 되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풀이  10. ① 너는 고향을 그리워할 것이다 ③ 너는 그 장소에 

익숙해질 것이다 ④ 너는 네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다 ⑤ 너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구문분석  [2행] She sat with him in his rocking chair and 

watched the drivers come and go.

동사 sat와 watched가 접속사 and로 연결된 병렬구조이며, 지각

동사 watched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come and go가 사용되 

었다.

[17행] Soon after the stranger had left, another 

unfamiliar car pulled into the gas station.
첫 번째 낯선 사람이 떠난 것은 또 다른 낯선 차가 주유소에 멈춘 것보

다 더 이전의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had+p.p.)로 표현하고 있다.

[20행] The old man thought about it and asked him 

what his town was like.

what his town was like는 동사 asked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

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UNIT 17
문법성 판단

p.1401 수의 일치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많은 인내를 필

요로 한다.

2 불장난하는 소년들은 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3 우리는 폭넓은 경험을 가진 새로운 관리자를 찾고 있다.

4 우리 동네 주민들 중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이다.

5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지난 몇 년간 증가했다.

6 문어는 주위의 환경에 맞게 그것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

기출 예제

정답  ②

해석��20세기에, 냉장에서부터 고성능 오븐, 신선한 재료를 전 

세계에 실어 나르는 항공 수송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진보는 제빵

V1

V2 O O.C

V I.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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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페이스트리 만드는 것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다. 21

세기 초에, 고급 빵과 페이스트리의 인기는 새로운 요리사가 훈

련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주 흥미롭

게도, 제빵에서의 많은 기술적 발전은 제빵사와 소비자들 사이에 

똑같이 하나의 반응을 촉발했다. 그들은 제빵이 더 산업화하고, 

제빵 제품이 더 세련되고, 표준화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맛이 없어지면서 사라진 옛날 빵의 몇 가지 맛을 되찾기를 원하

고 있다. 제빵사들은 과거의 시큼한 맛이 나는 수제 반죽으로 만

든 빵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맛을 찾기 위

한 자신들의 연구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하고 있다.

문제풀이��② 문장의 주어가 the popularity이므로, 단수동사 is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① air transportatio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이다. ③ 부사인 alike가 적절하다. ④ 문맥상 ‘사라진’의 의미이므

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were lost는 적절하다. ⑤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다. 

구문분석� � [1행] …, advances in technology, [from 

refrigeration to sophisticated ovens to air transportation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contributed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from A to B」는 ‘…에서 ~에 이르기까지’의 의미이다. { }는 air 

transport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have sparked a reaction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
[ ]는 앞의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어휘�� refrigeration 냉장, 냉동   sophisticated 정교한; *고성능의   

transportation 수송   ingredient 재료, 성분   immeasurably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spark 촉발하다, 유발하다   look to-v …하기를 원

하다[기대하다]  reclaim 되찾다, 환원하다   refined 정제된; *세련된   

standardized 표준화된   sourdough 시큼한 맛이 나는 반죽 

p.1412 시제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십 대였을 때부터,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다.

2 2001년에, 그는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S

V

S

V

3 대학에 갈 때까지, Tom은 한 번도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었

다.

4 날씨가 좋으면 우주선은 다음 주에 발사될 것이다.

5 나는 지난 5년간 삼촌을 찾아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기출 예제

정답  ⑤

해석��한 운전자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두 명의 남자들이 무거

운 자루들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두 명의 

도둑이 열차를 세우고 돈으로 가득 찬 우편물 주머니들을 훔쳤다

는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곧 현장에 도착하여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

은 두 명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영어

를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경찰에게 소리만 질러

댔다. 나중에, 경찰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그 남자들은 양파를 파는 프랑스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자루

는 양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풀이��(A) the new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 와야 한다. 

(B) 복수 명사 men이 뒤에 왔으므로, both가 와야 한다. 

(C) 실수를 저지른 것이 그 사실을 깨달은 과거 시제보다 앞선 일이므

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made가 와야 한다. 

구문분석�� [1행] A driver saw two men carrying heavy 

bags on a lonely country road.
「see+O+O.C.」 구문에서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 

carrying이 쓰였다.

어휘��lonely 외로운; *인적이 드문   thief 도둑   mailbag 우편물 주머니  

scene 광경, 현장   arrest 체포하다   question 질문하다, 조사하다  

p.1423 수동태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내 박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일부러 다른 모든 것을 등한시  

했다.

2 구리는 기록된 역사 내내 동전에 사용되어 왔다.

3 자연은 새끼 원숭이들이 다른 원숭이들에 의해 키워지도록 계획해 

놓았다.

4 그 아이들은 그들의 할머니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5 그는 전과 기록 때문에 경찰에게 알려져 있다.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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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예제

정답  ③

해석��스포츠 분야에서 직업 발전의 과정은 피라미드와 같은 모

양이라고 보통 말해진다. 즉, 넓은 하단부에는 고등학교 체육팀

과 관련된 많은 직업이 있는 반면에, 좁은 꼭대기에는 전문적인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몹시 갈망하는 매우 적은 수의 직업이 

있다. 그래서 통틀어 많은 스포츠 관련 일자리가 있지만 사람들

은 올라갈수록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 다양한 직종의 봉급

이 이러한 피라미드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축구 코치들은 그들의 방과 후 일에 대해 약간의 수당을 지급 받

는 교사들이다. 하지만 큰 대학에서 일하는 같은 스포츠(축구) 코

치들은 일 년에 백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는 비교

해 보면 대학 총장의 봉급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이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 연맹)인데, 그곳에서 

수석 코치들은 돈을 가장 잘 버는 대학의 수석 코치들보다 몇 배

를 더 벌 수 있다.

문제풀이��③ 돈을 ‘지급 받는’ 교사들이 되어야 하므로, 수동형인 

are paid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① The process가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② 형용사 tough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④ cause의 목적격 보

어로 사용된 to부정사이다. ⑤ where은 the National Football 

League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이다. 

구문분석� � [8행] But coaches of  the same sport at big 

universities can earn more than $1 million a year, 

causing the salaries of  college presidents to look small 

in comparison.

caus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cause+O+ 

to-v」는 ‘…가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어휘��advancement 발전, 진보   work one’s way up 애써 위로 올

라가다, 승진하다   counterpart 상응하는 사람

p.1434 보어의 형태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자신의 일을 검사받는 동안 그 직원은 불안해 보였다.

2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폭력적인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한다.

3 나는 공원에서 한 아이가 그녀의 개와 노는 것을 보았다.

4 어머니는 내가 누나의 결혼식에 입을 옷을 고르도록 하셨다.

5 너는 안경을 사기 전에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출 예제

정답  ①

해석  ‘실현 가능하다는 태도’로 알려진 것을 계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이 평소에 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도록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꿈을 

충분히 크게 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25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 계획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상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는 만약 여러분이 원래보다 10배 더 크게 계획을 세우면, 25년 

후에는 자신이 왜 그것들을 50배 더 크게 세우지 않았을까 의아

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대범하게 꿈꾸고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선 목표를 세움으로써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 성장

하도록 자신을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미래에 훨씬 

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다.

문제풀이  (A) 전치사구 of the best ways … mindset이 주어 

One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단수동사 is가 적절하다.

(B) 25 years later는 삽입구이며, 바로 뒤에 종속절의 주어와 동사

가 나오므로, 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가 적절하다.

(C) 「make+O+O.C.」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comfortable이 적절하다. 부사는 보어로 쓰일 수 없다.

어휘  mindset 사고방식, 태도   prompt 자극하다   ambitious 야심 

있는   expansively 대범하게   force A to-v A가 …하도록 밀고 나가다

[강요하다]

p.1445 to부정사와 동명사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엄마는 내게 새 스마트폰을 사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질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행동

이다.

2 그는 용케도 새 컴퓨터에 매우 빠르게 적응했다.

3 선생님이 들어오셨을 때, 모든 학생들은 잡담을 멈추었다.

4 내 사무실로 오기 전에 나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지 마.

 나는 오늘 아침 내 주머니에 지갑을 넣은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5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빨리 먹는 것에 익숙하다.

기출 예제

정답  ③

해석  처음으로 마감 전에 기사를 완성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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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처음으로 지역 의원을 인터뷰했던 때는요? 혹은 컴퓨터 출

판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배웠던 때는요? 우리 대학의 언론학 프

로그램은 당신에게 이러한 첫 경험들 중 다수의 원천이었을 것입

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신진 언론인들에게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젊

은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급격히 올랐습니다. 

우리는 수업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비용을 억제하기 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들 중 하나가 재정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의 설

립입니다. 이 기금에 후하게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당신이 언론계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

다는 것을 안다면 뿌듯할 것입니다.

문제풀이  (A) 「many of+복수명사」는 ‘… 중에 다수’란 의미이며 뒤

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many가 적절하다.

(B)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to부정사가 필요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 contain이 적절하다.

(C) 뒤에 이어지는 종속절을 목적어로 취하면서 주절에 연결되는 분

사구문이 필요하므로 knowing이 적절하다.

어휘  budding 신진의, 싹이 트는   contain …이 들어 있다; *방지[억제]

하다   compromise 타협하다; *손상시키다   establishment 설립, 창

설   generously 관대하게, 후하게

p.1456 분사와 분사구문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출입구에 서 있는 저 여자를 아십니까?

 낙엽은 많은 양의 중요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2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곧 잠이 들었다.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별장은 전망이 좋다.

3 바람이 점점 세져서,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4 나는 TV를 켜 놓은 채 잠이 들었다.

기출 예제

정답  ⑤

해석��관측은 대중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과학적인 요구 때문

에 측정에서 ‘객관성’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측정 시스템은 같은 

동작을 평가하는 두 명의 관찰자가 같은 (혹은 매우 비슷한) 측정

치를 얻게 되는 한 객관적이다. 예를 들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판정하기 위해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줄자의 눈금을 읽느냐

에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에 비해, 정교한 점

수 규정이 평가를 더 객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다이빙, 체조,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동작에 대한 평가는 

더 주관적이다. 운동 행동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점수 부여

가 가능한 한 객관적일 수 있는 실험실에서의 동작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풀이��(A) that절의 동사는 arrive이고, two observers를 수

식하는 분사가 와야 하므로 현재분사 evaluating이 적절하다.   

(B) a javelin이 ‘던져지는’ 대상이므로, 수동태 was thrown이 적

절하다.

(C) 문맥상 문장의 주어인 단수명사 evaluation을 가리키므로, 대명

사 it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 [1행] The term objectivity is important in 

measurement because of  the scientific demand [that 

observations (should) be subject to public verification]. 
주장·요구·명령·제안을 나타내는 동사(demand, suggest, 

propose, order, insist 등)에 이어지는 that절에는 「(should) +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5행] …,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that) a javelin was thrown}] yields very 

similar results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using 이하의 [ ]는 동명사구 주어로, 단수 취급하여 yields가 쓰였

다. { }는 the distance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로,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that이 생략되었다. who 이하의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

인 명사절로, 의문사 who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이다. 

어휘� �objectivity 객관성(a. objective ↔ subjective)   be 

subject to …을 받아야 하다, …을 필요로 하다   verification 검증, 입

증   to  the  extent  that  …하는 한, …하는 정도까지는   tape 

measure 줄자   yield 산출하다, 생산하다   regardless of …에 상관

없이   gymnastics  체조   elaborate  정교한, 공들인   motor 

behavior 운동 행동   laboratory 실험실 

p.1467 관계사와 접속사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우리는 마케팅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찾고 있다.

2 너는 먹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크푸드를 피하는 것이 더 좋

다.

3 네가 방해받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한 곳으로 가라.

4 그는 오고 싶어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Luis는 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만났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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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는 최고의 지원자였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그의 다정한 성격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

기출 예제

정답  ③

해석  흔히 줄거리의 재활용은 현대 영화 제작에서 당연하게 여

겨진다.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반면, 영화의 소설화는 보통 문화적으로 저속하게 보

여진다. 영화 제작은 최근에 발달된 예술이면서 동시에 혼합 예

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다른 장르들과 융합되어 왔다. 무성 

(영화기) 시대에, 영화는 스크린이 배우가 출연하는 무대 전면에 

해당하면서, 그저 연극의 유력한 한 형태로 보였다. 이러한 이유

로, 많은 연극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연극을 영화화하

는 것은 감독들이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즉 카메라의 유동

적인 시야를 활용하게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소설이 영화 줄거

리의 공급원으로서 사실상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영

화의 성공작 중 다수가 유명 소설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문제풀이  the proscenium of the stage를 선행사로 하는 관

계사절이므로, ③ which  대신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형태의 

on[upon] which나 관계부사 where가 와야 한다.

오답풀이  ① 주어가 동명사구일 때 단수동사를 취한다. ② other는 

‘(그 밖의) 다른’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쓰였다. ④ 뒤에 목적어 plays

를 수반하면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동명사가 와야 한다. 

⑤ 형용사 suitable은 more와 함께 비교급 표현으로 쓰였다.

어휘  take …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plot 줄거리   adapt 적

응하다; *각색[개작]하다   respectable 존경할 만한; *꽤 괜찮은, 부끄럽지 

않은   undertaking 작업, 일   novelization 소설화   barbarous 야

만적인, 저속한   hybrid 잡종의; *혼성의   intermix 섞다   potent 유력

한, 강한   correspond  to  …와 일치하다   distinctive  독특한   

mobile 이동하는, 유동적인

p.1478 조동사와 가정법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그는 많이 향상되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연습했음이 틀림없다.

 너는 그 공연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굉장했어.

2 그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내가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그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4 그들이 나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그들은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

었을 텐데.

기출 예제

정답  ②

해석  배심원단 선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이 

있다. 우선, 배심원단의 임무를 위해 출석하도록 소집된 모든 사

람들은 오전 9시까지 도착해 배심원실에 모여야 한다. 몇 분 후

에, 법원 서기는 보통 특정 재판을 위한 배심원단이 선정될 때 그

날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약해서 설명하는 영화 한 편을 보

여준다. 10시쯤에, 참석한 배심원들 중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선정되고 판사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하는 법정

으로 이동된다. 약 30분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위해 배심원석에 앉도록 호명된다.

문제풀이  (A) 문맥상 ‘도착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므로, arrive가 적절

하다. must have arrived는 ‘도착했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이다.

(B)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고, 수식하는 명사

인 a movie가 ‘설명해 주는’ 것이므로, 능동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outlining이 적절하다.

(C) 동사 describ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을 이끌며, 뒤

에 ‘주어+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의문사 how가 적

절하다.

어휘  jury  배심원단   proceed  진행되다   summon  소환하다   

assemble 모이다   court clerk 법원 서기   outline 개요를 서술하다   

trial 재판   juror 배심원   attendance 출석   jury box 배심원석   

p.1489 병렬구조와 어순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우리들에게 아침밥을 먹인 후에, 그녀는 닦고, 걸레질하고, 모든 

것의 먼지를 털곤 했다.

2 졸업 후에, 너는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다.

3 정확히 어디에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4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평생 동안 지속될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약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몸이 좋아졌다.

5 나는 그때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

기출 예제

정답  ③

해석  사람들은 미래가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 안달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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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그것을 고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너무 경솔하여 그들에

게 속한 시간은 무시하는 반면 그들의 것이 아닌 시간에는 모든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현재를 사

용하려고 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일들을 조정한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들을 고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과거나 미래 중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는 마치 목

적을 향한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위

한 출발점으로 사용된다.

문제풀이  (A)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인 so이며, such는 

「such+a(n)+형용사+명사」의 어순으로 쓰인다.

(B) 등위접속사 and로 동사 try와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주어 They

에 연결되는 think가 적절하다.

(C) 「find+O+O.C.」 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

이므로 과거분사 occupied가 적절하다.

구문분석  [5행] … only of  things [that have not yet

happened], arranging events [that have no certainty of

ever occurring].
두 개의 [ ]은 각각 things와 even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arrang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9행] …, as if it were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an 

end. 
「as if+가정법 과거」 구문으로,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를 나타낸

다. 

어휘  anticipate 고대하다   impatient 안달하는   imprudent 경솔

한   arrange (일을) 처리하다, 조정하다   certainty 확신   examine 검

사하다; *고찰하다   occupied with …에 열중한   launch 시작하다   

nothing more than …에 불과한   end 끝; *목적

p.14910 품사 관련 주의할 용법

핵심 문법

예문�해석

1 그는 그 주류 판매점에서 두 병의 위스키를 샀다.

2 그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볼 만한 충분한 나이이다.

 목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들을 적어 두는 것이

다.

3 올해의 패션은 작년의 그것들과 아주 다르다.

4 그 글의 두 번역본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5 최근에, 우리는 밤늦게 저녁을 먹고 있다.

기출 예제

정답  ⑤

해석  유년시절 동안 내 방은 항상 엉망이었다. 어머니는 “지금 

당장 네 방 청소해!”라고 소리치며 내가 방을 정돈해야 한다고 끊

임없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기를 

회피했다. 나는 해야 할 일에 대해 듣는 것이 싫어서 방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어질러진 방에서 지내는 것

을 실제로 좋아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깨끗한 방을 갖는 것의 이점들에 대해 고려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 당시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중요했

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처럼, 내가 그 이점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녀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데 

만족했다.

문제풀이  (A) 문맥상 어머니로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한 잔소리를 ‘듣

는 것’이므로, 동명사의 수동형인 being told가 적절하다.

(B) 주절 뒤의 or not과 상응하며 ‘…인지 아닌지’의 의미인 접속사 

Whether가 적절하다.

(C) 뒤에 명사 most parents가 등장하므로, 명사를 목적어로 수반

하는 전치사 like가 적절하다. alike는 ‘비슷한, 비슷하게’의 의미로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인다.

어휘  mess 엉망, 혼돈   straighten up 정돈하다   subject 문제, 사

안   settle for …에 만족하다   lecture 강의하다; *잔소리하다

REVIEW TEST  06 p.150

1 ③ 2 ② 3 ② 4 ③ 5 ③ 6 ③

7 ③ 8 ③ 9 ②

1  ③

해석  여러분은 알래스카와 같은 위도를 공유하는 국가는 살기에 

춥고 쾌적하지 않은 곳일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노르웨이

의 일부 지역이 상당히 춥고 겨울 같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기후는 놀랄 만큼 온화하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멕시코 만류의 따뜻한 물 때문인데, 그것은 노르웨이의 

서쪽 해안을 지난다. 이 난류는 북극권 안쪽에 위치한 지역이 겨

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모든 사계절

이 지나는 동안, 노르웨이 기온은 꽤 많이 변하기도 한다. 여름에 

노르웨이는 섭씨 30도 만큼의 높은 기온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에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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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므로, ③ 

enjoying을 to enjoy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that절의 주어는 a country이고 동사는 would be로, 

sharing … Alaska는 주어 a country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

다. ② which는 the Gulf Stream을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④ 뒤에 명사구가 왔으므로 전치사 during은 

적절하다. ⑤ 「as+형용사+as」의 원급비교 구문이다.

구문분석  [1행] … would be a cold and unpleasant place 

to live (in).

to live는 a cold …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to live in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만, 현대영어

에서는 관용적으로 a place to live처럼 쓴다.

2  ②

해석  과학자들은 30억 년보다 더 오랫동안 지구의 바다에 생명

체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해양 속 수십억 

톤의 물이 본래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오래전 지구의 대기로

부터 응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애초에 물이 어떻게 

대기권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는 없다. 가장 일

반적인 이론은 수년에 걸쳐 우리 행성과 충돌한 혜성과 유성에 

의해서 지구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천체들은 다량의 농축된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물이 충돌 후 

대기권에 남겨졌을 수 있다. 실제로, 자그마한 유성들은 계속 지

구와 충돌하면서, 해양에 더 많은 물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풀이  오래전 지구의 대기로부터 응결된 것은 술어동사 seems

가 나타내는 때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② to condense를 완

료부정사 to have condensed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바다의 생명체는 30억 년보다 더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이므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시제는 알맞다. ③ 

that은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④ 과거

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⑤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끄는 add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구문분석  [2행] However, just where the billions upon 

billions of  tons of  water in these oceans originally 

came from is still unknown.

where로 시작하는 간접의문문이 문장의 주어이고 동사는 is이다.

[6행] … water was brought to Earth by comets and 

meteors [that collided with our planet over the years].

S

V

[ ]는 comets and meteor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3  ②

해석  한 해에 4천 7백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제

공하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국가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 프

로그램들 중 하나이다. 때때로 이것은 단순히 퇴직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의 3

분의 1 가량은 퇴직자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미국 노동자들

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혜택들

이 있는데, 최소 10년간 근무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 혜택,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 보험,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

들의 유족들을 위한 유가족 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 유용한 프로

그램이 없다면, 많은 가족들은 위기 시 극도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문제풀이  (A) 주어인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system이 수천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Providing

이 적절하다.

(B) 주어가 one third of the people이며, 「분수+of+명사」의 경

우 of 뒤의 명사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므로, 복수동사 are를 써야 

한다.

(C) The Social Security system이 주어이고, that절이 목적어

이므로, 동사인 guarantees가 와야 한다.

구문분석  [3행] Although it is sometimes viewed as 

simply being a retirement program, … .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의미의 「view A as B」 구문을 수동태로 표

현한 것이다.

[11행] Without this valuable program, many families 

would face extreme financial difficulties in times of  

crisis.
가정법 과거구문으로 「without …」은 「if it were not for …」로 바

꾸어 쓸 수 있다.

4  ③

해석  야생 동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물이 일단 가두어진 상태

로 살게 되면, 야생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기 전에 행해져

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런 동물들을 너무 일찍 풀어 주는 것

은 그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1996년에 해군에서 사

용되다가 퇴역한 두 마리의 돌고래 Buck과 Luther를 예로 들

어보자. 해군은 그들을 바다로 되돌려 보내기 전에 재교육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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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냈지만, 그들은 너무 일찍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야생으로 돌

아간 처음 몇 주 동안 간신히 살아남았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갓 풀려난 돌고래들은 사냥과 자기방어,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분명히, 갇혀 있던 동물들을 자연 서식지로 돌

려 보내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문제풀이  5형식 문장 the Navy set them free가 수동태가 된 것

으로,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쓰인 형용사는 수동태가 되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③ freely를 free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 동명사구 주어(Releasing ... prematurely)는 단수 

취급한다. ② 타동사 retire는 ‘퇴역시키다’의 의미로, 돌고래가 해군

에 의해 ‘퇴역당한’ 것이므로 수동형은 옳다. ④ dolphins를 수식하

는 분사로 돌고래가 ‘풀려난’ 것이므로 과거분사 released가 쓰였다. 

⑤ 「how to-v」는 ‘…하는 방법’의 의미로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명사구를 이끈다.

구문분석  [2행] Releasing such animals prematurely has 

the potential [to cause them harm].

[ ]는 앞의 명사 the potential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구이다.

[7행] …, the newly released dolphins had trouble 

hunting, defending themselves, and staying away 

from people.
「have trouble (in) v-ing」는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의 의미이며, 

hunting, defending, staying away는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

었다.

5  ③

해석  Earl S. Tupper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플라스틱을 개

발하고 있던 한 화학 공장에서 근무 중일 때 처음으로 플라스틱

을 접했다. 그는 이 새로 발명된 물질에 매료되었으나 너무 가난

하여 연구할 견본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Tupper는 감독관에

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폐기물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공장에

서 행해지는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인 폴리에틸렌 용재 한 조

각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용재를 정화함으로써, Tupper는 그것

을 어떻게 주조하는지 알아내고, 강하고 가벼운 용기를 만들어 

냈다. 나중에, 그는 페인트 통 뚜껑의 모양을 모방하여 자신의 용

기에 맞는 특별한 밀폐 뚜껑을 만들었다. 1938년에, Tupper는 

Tupperware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했고, 1946년 즈음엔 그의 

상품들이 백화점에서 대중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풀이  the oil refining process를 수식하는 분사로 석유 정제 

과정은 공장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③ conducting을 과거분사 

conducted로 바꿔야 한다.

오답풀이  ① Tupper가 플라스틱을 처음 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2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미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중이었으므로, 과

거완료 진행형인 had been developing은 적절하다. ②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로 to purchas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it은 앞에 나온 the slag를 가리키므로 단수로 쓰

는 것이 맞다. ⑤ found는 ‘설립하다’라는 뜻으로 동사의 변화형은 

found–founded–founded이다.

구문분석  [4행] So Tupper asked his supervisor [if there 

was any waste material {he could take home}].

동사 asked의 직접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인

지 어떤지’의 의미이다. { }는 선행사인 any waste material을 수식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0행] …, and by 1946 his products were being sold to 

the public in department stores.

were being sold는 과거진행 수동태로 ‘…되는 중이었다’로 해석 

한다.

6  ③

해석��Cyprus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은 시간 속에 

멈춘 후기 로마 제국의 한 순간을 알아냈다. 365년에 강력한 지

진이 발생한 Kourion 시에서 그 재해로 사망했음에 틀림없는 

두 남자의 유해를 발견했다. 이것에 앞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장

터였을 것 같은 곳에서 다른 유골 일곱 구와 함께, 많은 공예품들

을 발견했다. 이 중에서, 하나는 그가 있던 건물이 붕괴됐을 때 

작업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것 같은 겨우 스무 살을 넘긴 한 남

자였다. 가까운 곳에 다양한 동전과 요리 그릇 같은, 다른 발견물

들이 있었다. 또 다른 유골은 바로 옆 방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

서,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벽난로 위에 놓인 냄비와 방 입구에 놓

여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램프를 발견했다.        

문제풀이��(A) 강력한 지진으로 사망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가 되어

야 하므로,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인 「must have p.p.」를 써야 

한다.

(B) 부사(Nearby)가 문장 앞에 와서 주어(other finds)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복수 동사 were가 와야 한다.

(C) an ornate lamp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이며, 뒤에 목적어가 없

으므로 자동사 lie의 현재분사 형태인 lying이 와야 한다. 타동사 lay

는 ‘(~을) 놓다, 두다’의 의미이다.  

구문분석��[2행] Discoveries in the city of  Kourion, [where 

V I.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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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werful earthquake struck in the year 365], have 

revealed the remains of  two men [who must have died 

in the disaster].
첫 번째 [ ]는 삽입절로, Kourion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

법의 관계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two me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4행] Prior to this, archaeologists found many artifacts, 

…, in [what was probably an ancient marketplace].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

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7  ③

해석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서, 나는 그 아름다운 고택(古宅)

을 둘러보았다. 나는 모든 훌륭한 예술품에 감동을 받았고 특히 

복도를 따라 걸린 가족 구성원들의 초상화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 초상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나는 식당 근처 복도에 걸려 

있는 한 노부인의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놀라서, 나는 멈춰 

서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여자는 매우 낯이 익었지만, 처음

에는 왜 그런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생각이 났다. 내 지갑

을 뒤져,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오래된 할머니의 사진을 꺼

내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림에 있는 여자와 똑같이, 같은 흰색 

가운을 입고 카메라를 차분하게 보고 있었다.

문제풀이  형용사 familiar를 수식하므로 ③ extreme 대신에 부사

인 extremely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동사 was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어 동사 

loved가 맞다. ② 선행사가 a painting of an elderly woman이

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적절하다. ④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사용되었다. ⑤ wearing이 이끄는 분사구문과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주절의 주어인 The woman이 카

메라를 ‘보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looking은 옳다.

구문분석  [5행] (Being) Surprised, I stopped and took a 

closer look.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문두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다.

[7행] …, I pulled out the old photograph of  my 

grandmother [that my father had given me].
[ ]는 the old photograph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사진을 주신 것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낸 행동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had+p.p.)를 썼다.

8  ③

해석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돈이 별로 없었다. 사

실, 땅콩버터와 기저귀 같은 필수품만이라도 살 수 있을 만큼 저

축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했다. 당연히 휴가를 간다는 것

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만의 ‘휴가’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여러 해가 지

난 후, 나는 한 잡지에서 일주일 중 하루를 ‘휴가일’로 정하고 집

안의 방 하나를 그들만의 ‘목적지’로 꾸민 어느 가족에 대한 기사

를 읽었다. 내가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냈었다면 

정말로 좋았을 것 같다. 나는 아이들에게 가짜 여권을 만들어 줄 

수도 있었고 각각의 목적지에서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었을 것

이다. 결국,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풀이  「I wish+가정법」 구문으로, 여기서는 주절의 시제보다 그 

이전의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므로 ③ thought 대신에 가정법 과

거완료 형태인 had thought가 와야 한다.

오답풀이  ① 앞에 나온 대명사 enough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② 「could have+p.p.」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

측을 나타내며 ‘…했을 수도 있었다’의 뜻이다. ④ 반복을 피하기 위

해 앞에 나온 could have가 생략된 형태이다. ⑤ 「as+형용사[부

사]+as」의 원급비교 표현으로, ‘…만큼 많이’의 뜻이다.

구문분석  [5행] … a family [that designated one day a 

week as “vacation day” and decorated one room in the 

house as their “destination spot.”]
[ ]는 a  fami ly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동사 

designated와 decorated는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두 개의 

as는 모두 ‘…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8행] After all, where you go doesn’t always matter as 

much as who you go with.

where you go와 who you go with는 「의문사+주어+동사」의 

간접의문문으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이때, 이 두 명사절은 비

교 표현에 의해 대구를 이룬다. 「not always …」는 부분부정으로 

‘항상 …인 것은 아니다’의 뜻이다.

9  ②

해석��일종의 약물 ‘남용’이라는 표현은 항상 있어왔던 것 같다. 

알코올 남용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에 와서야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약물 남용을 ‘중독’이라고 묘사

하기 시작해왔다. 처음에 그 용어는 사실상 아무런 부정적인 감

V´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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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연관되지 않은 채, 그저 행동 양식을 의미했다. 사실상, 20

세기 이전에는 그 용법들은 ‘나쁜 습관에’, ‘민사에’, 그리고 심지

어 ‘유익한 것들에’ 대한 중독을 묘사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흔한 약물 중독에 대한 개념은 어떤 의미의 일부도 아니었다. 따

라서, 사람들이 단지 좋아하는 것이나 경향에 대한 중립적인 방

식으로 ‘중독’을 사용한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문제풀이��(A) 부사구(Only in the 20th century)가 문장 앞에 와

서 주어(people)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have가 와야 한

다.     

(B) ‘부정적인 감정이 연관되지 않은 채’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

거분사 attached가 와야 한다. 「with+O+p.p.」는 ‘…가 ~된 채’의 

의미이다.

(C) 문장의 주어가 the idea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와야 한다. 

구문분석��[7행] …, the idea of  addiction to drugs, [which 

is common today], was not part of  any definition.
[ ]는 삽입절로, the idea of addiction to drugs에 대한 부연 설

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실전모의고사�01

1 ① 2 ⑤ 3 ③ 4 ③ 5 ⑤ 6 ⑤

7 ② 8 ⑤

p.158

1  ①

해석��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흔히 조르는 것을 통해 달성되

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능력은 때때로 ‘조르기 힘’이라고 불린

다. 소규모 가족, 맞벌이 가정,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을 늦게까

지 미루는 것 같은 추세로 인해, 오늘날의 부모들은 대개 그들의 

아이들에게 쓸 돈이 더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적다. 그들이 이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

게끔 쉽게 압박을 받는다. 마케팅 또한 한 요인이다. 광고인들은 

‘조르기 힘’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

서, 그들은 그들의 광고를 흔히 부모보다는 그들의 아이들을 대

상으로 한다.  

문제풀이��아이들이 부모를 졸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인 ‘조르

기 힘’을 야기하는 요소로 사회적 배경 및 마케팅 등이 있다는 것을 설

명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무엇이 조르기 힘을 야기하

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② 마케팅의 사회적 영향 ③ 마케팅의 새로운 대상: 소규

모 가족 ④ 조르기 힘: 왜 그것은 항상 부모에게 효과가 있는가 ⑤ 여

러분의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

구문분석�� [2행] …, the ability [to do so] is sometimes 

referred to as “pester power.”
[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be 

referred to as」는 ‘ …로 불리다’의 의미이다.   

[6행] …, they are easily pressured into buying [whatever 

their kids demand].
[ ]는 buy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whatever는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관계대명사이다. 

어휘��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주다]; 영향(력)   purchase 구매[구입]

하다   accomplish 달성하다, 성취하다   pester 성가시게 하다, 조르다   

trend 동향, 추세   dual-income 맞벌이 수입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parenthood 부모임   guilty 죄책감이 드는   pressure 압박

감을 주다, 압력을 가하다   factor 요인   advertiser 광고인, 광고 회사   

aim 목표하다; *대상으로 하다, 겨냥하다   [문제] target 목표, 대상   

financially 재정적으로 

2  ⑤

해석  강꼬치고기를 가지고 한 어느 실험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을 이끄는 조건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그 실험에서

는, 한 강꼬치고기가 커다랗고 유리로 (반이) 분리된 수조의 한쪽

에 놓이고, 수 마리의 피라미들이 반대쪽에 놓인다. 배고픈 강꼬

치고기는 여러 차례 피라미들을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유리 칸막

이에 쾅 하고 부딪치고 말뿐이고, 결국 피라미들에게 닿을 수 없

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유리 칸막이가 제거되지만, 강꼬치

고기는 여전히 피라미를 먹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믿도록 강꼬치고

기가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 강꼬치고기처럼, 사람들은 이전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들은 과거에 사실이었던 

것에 대해 도전할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안의 가능성

과 다른 관점들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한다.

문제풀이  강꼬치고기의 실험을 통해, 과거의 반복된 실패 이후 상황

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므

로, 빈칸에는 ⑤ ‘과거에 사실이었던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없음을 보

인다’가 적절하다.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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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더 어려운 과제를 무시하다 ② 

그들이 기꺼이 추구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다 ③ 상황이 그들에게 유

리하게 바뀌기를 기다리다 ④ 어떤 대가를 치르든 불가능한 것을 해

보려고 시도하다

구문분석  [1행] An experiment with a pike illustrates 

[how powerful the conditioning {that guides our 

thinking and behavior} is].
[ ]는 illustrates의 목적절 역할을 하며, 의문부사 how가 이끄는 간

접의문문으로 「의문사+형용사+주어+동사」의 어순이다. { }는 the 

conditioning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The hungry pike repeatedly tries to get the 

minnows, but only ends up banging itself against the 

glass divider, [eventually realizing that the minnows 

are impossible to reach].
동사 tries와 ends up은 but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itself는 강

조 용법으로 사용된 재귀대명사이다.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어휘  illustrate 보여주다   conditioning 조건화   aquarium 수족관, 

수조   end up …하게 되다   bang 쿵 하고 부딪치다   futile 헛된, 소용없

는   alternative 대안의   perspective 관점   [문제] willingly 기꺼이   

inability …할 수 없음, 무능, 불능

3  ③

해석  위에 제시된 세 개의 원그래프는 서로 다른 세 연령대에서 

영화 장르의 인기도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어린 연령대에서는 

액션 영화가 선호되는 반면, 다른 두 연령대는 그것을 더 낮은 순

위에 올렸다. 액션 영화 다음으로, 보다 젊은 사람들은 가장 좋아

하는 것으로 로맨스와 공상과학 영화를 꼽았다. (중년층의 사람

들을 보면, 그들은 액션, 판타지, 그리고 로맨스 영화를 합친 것

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했다.) 한편, 가장 나이 많은 연령대에 속

한 사람들은 코미디와 공포 (영화)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이 장르에서 각각 0퍼센트의 득표를 얻었다. 확실히, 노년층 사

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드라마였다.

문제풀이  중년층의 액션, 판타지, 그리고 로맨스 장르에 대한 선호도

는 각각 12퍼센트로 모두 합치면 드라마 장르에 대한 선호도인 36퍼

센트와 같으므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문분석  [6행] Meanwhile, the people in the oldest 

age group expressed little appreciation for comedies 

and horror, with each of  these genres receiving zero 

percent of  their votes.

V1

V2

「with+O+v-ing」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가 ~하

면서’의 의미이다.

어휘  genre 장르   picture 묘사[제시]하다   popularity 인기   rank 

등급을 매기다, 평가하다   r a n g e  범위   c o m b i n e d  결합된   

meanwhile 한편   appreciation 감탄, 감상

4  ③

해석  모든 작가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를 희망하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인 ‘올해의 가장 이상한 제목을 위한 Diagram 

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영국의 잡지인 「The 

Bookseller」에 의해 1978년부터 해마다 수여되는 그 상은 작

가들에 의해 이상하거나 있음직하지 않은 제목이 붙여진 작품들

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의 유일한 다른 기준

은 그 책이 논픽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후보작들의 명단

은 전 세계의 출판업자, 서적상, 그리고 사서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되는 것은 작가들에게 하나의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그 책

의 이상한 제목에 흥미를 느낀 독자들은 그 책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풀이  (A) 책에 주어지는 ‘상’에 대한 글이므로, award가 적절하

다. reward는 ‘보상’을 의미한다.

(B) 수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논픽션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이야

기하고 있으므로, criterion이 적절하다. criticism은 ‘비판’을 의미 

한다.

(C) 문맥상 독자들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에 관해 궁금해할 것이라

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contained가 적절하다. sustain은 ‘지탱하

다’의 의미이다.

구문분석  [8행] (Being) Intrigued by the weird titles 

of  the books, readers can’t help but wonder [what is 

contained within their pages].

Intrigued … the books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

문이며, 「cannot (help) but+동사원형」은 ‘…하지 않을 수 없다’의 

뜻으로 「cannot help v-ing」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는 wonder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

을 취했다.

어휘  lesser-known 별로 유명하지 않은   confer 수여하다   mean A 

to-v A가 …하도록 의도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세상에 알리다    

unlikely 있음직하지 않은   finalist 최종 후보자   publisher 출판업자   

bookseller 서적상   librarian 사서   publicity 언론의 관심; *홍보[광

고]   intrigue 흥미를 자아내다   weird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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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해석�� ‘동물 비’는 작은 동물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로 날아

올랐다가 이후에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다. 동물 

비에 대한 보고는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물 비와 연

관된 가장 흔한 기상 현상인 물기둥은 폭풍우 구름이 회전해서 

수면에까지 뻗어내리는 회오리바람을 형성할 때 일어난다. 시속 

160km까지 회전하기 때문에, 물기둥은 작은 물고기를 하늘로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 상승 기류는 동물 비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이다. 그것들은 새, 개구리, 그리고 뱀 같은, 물

기둥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다. 

물기둥과 상승 기류가 육지를 이동할 때, 그것들은 힘을 잃게 되

고 그것들이 집어 올린 것이 무엇이든 (모두) 떨어뜨린다. 가장 

무거운 물체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에 더 가벼운 물체들이 

떨어져서, 동물들은 그들의 무게에 따라 서로 다른 때에 무리 지

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풀이�물기둥과 상승 기류는 육지를 이동할 때, 힘을 잃게 되어 동

물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구문분석�� [1행] “Animal rain” is a strange phenomenon 

[in which small animals are blown into the sky by 

powerful winds and later dropped back down to earth].

[ ]는 a strange phenomenon을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관계대

명사」절로 in which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

[6행] [Spinning at up to 160 kilometers per hour], 

waterspouts are strong enough to pull small fish up 

into the sky.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형용사+enough to-v」는 ‘…

할 만큼 충분히 ~한’의 의미이다. 

어휘��phenomenon 현상   associate 결부 짓다, 연관 짓다   spin 돌

다, 회전하다   whirlwind 회오리바람   stretch 뻗어 있다, 펼쳐지다   

surface 표면   overpower 제압하다

6  ⑤

해석��미국 공군은 1950년에서 1959년 사이 그들의 여러 항

공기가 추락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능력 부족을 가장 분명한 이유로 여겼다. 그래서 공군

은 조종사들에게 적합한 조종석을 디자인함으로써 조종사들에

게 더 나은 통제력과 편안함을 주기로 결정했다. 편안한 조종석

을 디자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Gilbert S. Daniels라는 한 연

구원은 4,0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을 살펴보고 각 조종사의 140

V´1

V´2

가지 치수를 쟀다. 그는 앉은키와 팔 길이 같은 10가지의 가장 

중요한 치수를 확인해서 각 치수의 평균 30퍼센트를 찾아냈다. 

Daniels는 평균에 해당하는 조종사에게 맞는 조종석이 다수의 

조종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다. 그러나, 

정반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10가지 모든 치수에 대해 평

균인 조종사가 한 명도 없었고, 이는 평균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을 입증했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의 the opposite은 Daniels가 세운 이론과 

정반대로 10가지 모든 치수에 대해 평균인 조종사가 한 명도 없는 것

을 가리키므로,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구문분석��[1행] The United States Air Force saw many of  

its aircraft involved in crashes between 1950 and 1959.

「see+O+O.C.」 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이므

로, 과거분사 involved가 사용되었다. 

[11행] There was not a single pilot [who was average 

for all ten measurements], demonstrating that there 

really is no such thing as normal. 
[  ]는 a  s i ng l e  p i l o 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demonstrat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opposite 반대(되는 사람·것)   aircraft 항공기   involve 수반

[포함]하다; *관련[연루]시키다   obvious 분명한, 명백한   control 지배; 

*통제력   measurement 측정; *치수   identify 확인하다, 알아보다   

theorize  이론을 제시하다[세우다]   majority  가장 많은 수, 다수   

demonstrate 입증하다   normal 보통의, 평범한; *평균

7  ②

해석  과학자들이 특정 현상을 연구하고자 할 때, 그들은 먼저 그

것에 대한 그럴 듯한 추측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B) 이러한 초기의 가정은 가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연

구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런 다음 과학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 관

찰함으로써 그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을 설계한

다. (A) 대부분의 경우, 과학자들의 첫 가설은 이러한 실험들에 

의해 틀린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의 

연구들이 그 가설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기 전까지 그 가설은 오

랫동안 올바른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C) 예를 들어, 물리학자

들은 수세기 동안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관찰들이 이루어지면

서, 과학자들은 그 법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들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V O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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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 어떤 추측을 사실이라 

가정한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이 초기의 가정을 가설이라고 부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한다는 (B) 이후에, 실험에 성공할 경

우 다른 가설이 증명될 때까지 이 가설이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진

다는 (A)로 이어지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예로 들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가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등장한다고 언급하는 (C)

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문분석  [6행] This initial assumption is known as a 

hypothesis, … .
「be known as …」는 ‘…으로 알려지다’의 의미이다.

어휘  plausible  그럴듯한   hypothesis  가설   initial  초기의   

assumption 가정   investigation 연구   validity 타당성(a. valid)   

physicist 물리학자   comprehensively 포괄적으로; *완전히

8  ⑤

해석  엔진이 꺼진 채로, 배는 숨겨져 있는 석호로 조용히 미끄러

져 들어갔다. Lana는 수정같이 맑은 물, 하얀 모래,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녹색의 바나나 나무들과 같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

다운지에 큰 감명을 받았다. 갑자기 집에 대한 모든 생각이 사라

져버렸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원해왔던 휴가였다. 그 순간을 즐

기면서, Lana는 Kevin에게 몸을 돌려 “저것 좀 봐! 저렇게 완벽

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니? 이 보트 여행을 신청한 것은 우리의 휴

가 중 최고의 결정이었어!”라고 속삭였다. 배가 석호의 중간에 다

다르자, 선장은 닻을 배 밖으로 던졌고 승객들에게 수영할 것을 

권했다. “이리 와, Kevin!”하고 Lana가 손짓했다. 그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난간 너머 사다리로 미끄

러지며 그녀는 담청색의 물속으로 내려갔다. ”오, 진짜 따뜻해. 

완벽해.”라고 그녀는 크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문제풀이  Lana는 보트 여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므로, ⑤ ‘아주 신

이 난’이 심경으로 적절하다.

구문분석   [7행] …, the captain threw the anchor 

overboard and invited the passengers to take a swim.
「invite+O+ to-v」는 ‘…에게 ~할 것을 권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glide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stun 기절시키다; *큰 감동을 주다   

crystal-clear 수정처럼 맑은   sway 흔들리다   breeze 산들바람   

sign up for …에 등록하다   anchor 닻   overboard 배 밖으로   

beckon 손짓하다   rail 난간   descend 내려가다   [문제] terrified 무

서워하는

실전모의고사�02

1 ④ 2 ② 3 ④ 4 ① 5 ① 6 ④ 

7 ⑤ 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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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해석  세상에는 많은 복잡한 생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 보

게 될 가장 단순한 생물들 중 하나는 해면이다. 대부분의 동물들

과는 달리 해면은 머리도, 입도, 팔도, 다리도 없다. 대신에, 그것

은 서로 매우 가까이에서 자라는 많은 아주 작은 세포들로 이루

어져 있다.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 각각은 특정

한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세포들은 해면의 골격을 구성하고 그

것의 형태를 만든다. 다른 세포들은 물을 주변으로 밀어내어, 해

면의 몸 전체에 위치해 있는 구멍들을 통해 물이 흐르도록 한다. 

이 구멍들은 해면이 다량의 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심지

어 번식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몇몇 세포들도 있다. 해면은 주로 

바다에 살지만, 민물에 서식하는 몇 가지 종들도 있다. 어떤 것들

은 혼자 살고, 반면에 다른 것들은 모여서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문제풀이  ④의 it은 water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sponge를 

가리킨다.

구문분석  [6행] Other cells push water around, [causing it 

to flow through holes {located throughout the sponge’s 

body}].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holes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구이다.

어휘  organism 유기체, 생물   sponge 해면   be composed of  

…으로 구성되어 있다   make up …을 구성하다   skeleton 골격, 뼈대   

reproduction 생식, 번식   inhabit …에 서식하다   colony 식민지; 

*(동·식물의) 군집

2  ②

해석��물고기는 대부분의 수분을 물을 마심으로써가 아니라, 삼

투 현상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얻는다. 작은 구멍이 많이 있

는 얇은 막의 양면에 서로 다른 액체가 있을 때, 삼투 현상은 액

체가 균형이 잡히게 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한다. 물고기

의 경우, 막은 피부이고, 한쪽 면의 액체는 몸 바깥의 물이다. 바

닷물고기는 그들의 체내 수분보다 더 짠 물속에 산다. 그래서 바

닷물고기는 삼투 현상에 의해 그들의 피부를 통해 물을 배출하

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마셔야만 한다. 민물고

기는 그들의 체내 수분만큼 짜지 않은 물속에 산다. 그러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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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피부는 물을 배출하기보다는 흡수한다. 결과적으로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보통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다. 그렇기는 하지만, 민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릴 때 

약간의 물을 마시게 된다. 

문제풀이�주어진 문장은 바닷물고기가 삼투 현상에 의해 물을 배출하

고 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내용이므

로, 바닷물고기가 사는 곳, 즉 삼투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

명한 내용 뒤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구문분석� � [3행] Fish get most of  their water not by 

drinking, but through a process [called osmosis].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이다. [ ]는 a proces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5행] …, osmosis allows the liquids to balance out, 

leaving an equal concentration on both sides.
「allow+O+ to-v」는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leaving 이하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8행] Freshwater fish live in water [that isn’t as salty as 

the water in their bodies]. 
[ ]는 water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as+형용사

+as」는 원급비교 구문으로 ‘…만큼 ~한’의 의미이다. 

어휘�� release 방출하다   osmosis 삼투 (현상)   layer 막, 층, 겹   

balance out 균형이 잡히다   equal 동일한, 같은   concentration 

농도

3  ④

해석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원들이 

40마리의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고안했다. 그들은 

원숭이들을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원숭이들이 그들의 동료들

에게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몇몇 원숭이들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다. 연구원들은 새로운 집단에 합류

하는 것이 원숭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

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꿔 놓은 원숭이들의 건강을 관

찰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로운 집단에 합류할 때 모든 원숭

이들이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지는 않았다. 어울리는 데 

힘든 시간을 보낸 원숭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고, 그들

의 건강이 가장 악화되었다. 반면에, 새로운 동료들과 보다 손쉽

게 어울린 원숭이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

⇨ 새로운 집단에 합류하는 것에 덜 스트레스를 받은 원숭이들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보다 더 건강했다.

문제풀이  새로운 집단과 어울리는 데 스트레스를 덜 받은 원숭이들

은 건강을 유지했고, 그렇지 못했던 원숭이들의 건강은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준 실험에 대한 글이다.

구문분석  [2행] They divided the monkeys into four 

groups and let them get used to their companions.

「divide A into B」는 ‘A를 B로 나누다’의 의미이며,「let+O+O.C.」

는 ‘…가 ~하게 하다’의 뜻으로 let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

다. 「get used to …」는 ‘…에 익숙해지다’의 의미이며 여기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 상당어구가 온다.

[6행] ..., not all the monkeys felt the same level of  

stress when they joined a new group.
「not all …」은 부분부정으로 ‘모두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어휘  companion 동료, 친구   switch 바꾸다, 교체하다   monitor 감

시하다, 추적 관찰하다   turn out …인 것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fit in 

(with) (…와) 어울리다

4  ①

해석  오늘날의 십대들과 이전 세대의 십대들 사이에 많은 차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총격, 에이즈, 섭식 장애, 자살 

등, 요즘의 십대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 년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최소한 덜 심각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젊은이들도 항상 십대들을 괴롭혀 온 기본적인 정서적 딜레

마 일부와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와 성인

기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의 외

모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정의하려고 

애쓴다.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변했을지도 모른다. 나팔 바지와 

장발 대신에 오늘날의 십대들은 보라색 머리와 바디 피어싱을 뽐

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십대들은 자기발견이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

다.

문제풀이  앞에 나온 명사 teenagers를 가리키므로 ① that은 복수

형 지시대명사인 those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② 문장의 주어는 복수명사인 these problems이므로 

were는 적절하다. ③ 「have trouble v-ing」는 ‘…하는 데 어려움

을 겪다’라는 의미이다. ④ 주어인 they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는 적절하다. ⑤ 선행사를 포함

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구문분석  [3행] … these problems [which modern teens 

face today] were unknown, … .

V O O.C.

S

V



75   

[ ]는 these problems를 선행사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어휘  previous 이전의   generation 세대   eating disorder 섭식 

장애   suicide 자살   plague 괴롭히다   strive 애쓰다, 분투하다   

outward 외면상의   superficially 표면적으로   bell-bottoms 나팔 

바지   sport 자랑스럽게 보이다[입다]   at the core 근저에는, 마음 밑바

닥에는

5  ①

해석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

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물질

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돌이켜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개개의 장난감이나, 

집에 TV가 몇 대 있었는지는 좀처럼 기억하지 못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대신에, 우리는 학교에서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주거

나,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주거나, 중요한 

스포츠 경기나 음악 연주회에 와 주는 등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순간들도 기억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좋은 양육

의 99.9퍼센트는 단순히 거기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에

게 말할 것이다.

문제풀이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라는 글의 내용을 통해 빈칸에 들어갈 말로 ① ‘시

간’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구문분석  [5행] What mattered most in those parent-child 

relationships had nothing …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을 이끌고 있다. 

어휘  precious 소중한   material 물질적인   seldom 좀처럼[거의] …

않는   individual 개개의, 각각의   matter 중요하다   have nothing 

to  do  with  …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rec i ta l  연주회, 발표회   

parenting 육아, 양육

6  ④

해석��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왔다. 생명체는 어떻

게 우리 지구의 초기 역사 내내 존재했던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

타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로부터 

다세포 동식물로의 발전으로 이끌 수 있었는가? 최근에, 일부 과

S

V

학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

을 도울 수 있는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글리세롤이

라고 불리는 중요한 세포 구성 요소는 우주 공간에서 오래 전에 

발생한 화학 반응을 통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글리세롤은 유기 

분자이고, 그것은 모든 생물의 세포막에서 발견된다. 게다가, 글

리세롤이 있는 세포막은 지구상의 다세포 생물의 진화에 필수적

이었다고 한다.  

문제풀이�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답

이 될 수 있는 글리세롤에 대한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④ ‘글리

세롤: 지구상의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가능한 해답’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① 지구상에 살았던 최초의 생물체 ② 왜 어린 행성 지구

는 생명체에게 적합하지 않았는가 ③ 글리세롤은 다른 행성에 생명

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⑤ 글리세롤이 다세포 생물

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다 

구문분석��[1행] Questions about [how life first formed on 

our planet] have puzzled scientists for many years.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의문사+주어+동

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이다. 

[7행] …, an important cellular component [called 

glycerol] could have been created through chemical 

reactions [that took place long ago in outer space].

첫 번째 [ ]는 앞의 an important cellular component를 수식하

는 과거분사구이다. 「could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

미로, 추측을 나타낸다. 두 번째 [ ]는 chemical reactions를 수식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어휘��puzzle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emerge 나오다, 모습을 드러내다   

hostile 적대적인   multicellular 다세포의   organism 유기체, 생물

(체)(a . organic )   cellular  세포의   component  구성 요소   

molecule 분자   membrane (인체 피부조직의) 막   essential 필수적

인, 극히 중요한   evolution 진화   [문제] unsuitable 적합하지 않은

7  ⑤

해석  3년 동안, 나는 집에서 시내 기차역까지 자전거로 통근해 

왔다. 나는 어제 역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개방

되어 온 자전거 보관함이 다음 달부터 임대될 것이라는 안내 전

단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인접한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여전히 무료인데 어떻게 자전거를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요

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자전거는 엔진이 달린 차량보다 환경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오히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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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그들의 주차 공

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환경의 현 상태로는, 우리는 사

람들에게 자전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이

동하기를 권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풀이  필자는 무료인 자동차 주차장과는 달리 자전거 보관함 사

용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주차 요금 부

과의 대상은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문분석  [5행] Not only are bicycles better …, but they 

also take up much … .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은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로, 

부정어구 Not only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어휘  commute 통근하다   flyer (광고·안내용) 전단지   locker 보관

함   rent (사용료를 내고) 빌리다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   adjacent 

인접한   lot 지역, 부지   motorized 엔진이 달린   vehicle 탈것, 차   

take up …을 차지하다   if anything 오히려   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   

travel 여행하다; *이동하다

8  ③

해석  관세는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다. 정부가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

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 이것은 정부

로 하여금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

면서 동시에 여분의 수입을 얻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한국 정

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텔레비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

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본 기업들은 관세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텔레비전을 수출하는 것을 시작하기

로(→ 중단하기로) 결정할지 모른다. 다른 (일본) 기업들은 텔레

비전을 계속 수출할지도 모르지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결국,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텔레

비전을 사도록 장려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들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문제풀이  문맥상 일본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텔레

비전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 적절하므로, ③ 

begin은 stop으로 고쳐야 한다.

구문분석  [2행] It is most common for governments to 

place a duty tax … .

It은 가주어, to place 이하가 진주어이며, for governments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어휘  duty 의무; *관세   tax 세금   export 수출하다   import 수입하다

부정어구 V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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