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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제 pp.8~9

1 ①   2 ③

1 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는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른이 떠

나면 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적다. 게다가, 그들은 미래에 그 행

동에 참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칭찬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 특성

을 취하도록 장려하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권위 있는 어른들로부터 언

어적 ‘선물’을 더 받을 방법을 찾아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칭찬은 케이크의 두꺼운 층으로 된 당의(糖衣) 같다. 그것은 매력

적으로 보이고, 그것의 달콤한 맛은 처음에는 훌륭하다. 그러나 몇 번 더 

먹은 다음에는, 이 달콤함이 지나친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이 한 가지 단

순한 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할지도 모른

다. 칭찬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빠르게 솟구치는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아

무 영양도 제공하지 않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지 않는다.

구문해설

1행  ..., [when (being) given praise], children are 

likely to continue an activity as long as an adult is 

watching; ....  ▶ [ ]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동형 분사구문으로, 의미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as long as 

...」는 ‘…하는 한’,‘…하는 동안’의 의미이다.

5행  It seems [that praise, rather than encouraging 

children to adopt positive behavioral traits, ...].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rather than ...」은 ‘…보다는’의 의미

이고, 「encourage A to-v」는 ‘A가 …하도록 장려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behavioral 행동의  trait 특성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seek out 찾아내다  verbal 언어[말]의  

in a way 어떤 면에서  icing (케이크에 장식용으로 쓰는) 당의(糖衣)  

appealing 매력적인  excessive 과도한, 지나친  nourishment 

영양(분)

2 ③
사람들이 공기 오염을 생각할 때, 그들은 흔히 스모그나 산성비, 그리고 

기타 형태의 실외 공기 오염에 대해 생각한다. 하지만 공기 오염은 또한 

가정집과 건물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사실, 매년 많은 사람들의 건강

이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담배 연기, 화로와 난방 장치에

서 나오는 가스, 그리고 건축 자재와 페인트에서 나오는 발산물, 이 모든 

것들이 건물 내부의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된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오염

에 대한 노출은 종종 실외에서보다 더 심하다. 어떤 연구원들은 실내 공

기 오염 수준이 실외 공기 오염 수준보다 25%에서 62% 더 심하며, 심

각한 건강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구문해설

4행  [Smoke ..., gas ..., and vapors ... paints], all 

contribute to the pollution inside buildings. ▶ [ ]와 all은 

동격이다.

어휘

pollution 오염  acid rain 산성비  vapor 증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 가스 등) 발산물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공헌

하다  exposure 노출  estimate *추정하다; 평가하다

적용독해 read up  pp.10~13

1 ②   2 ⑤   3 ③  ③   4 ⑤ 서술형  (1) it 

seems that  (2) the role they played in the setback

5 ③  ②

1 ②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있어 핵심적

인 단계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당신

이 바랐던 결과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상황이 정확히 당신이 계획

했던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낙담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바로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

어나는 무슨 일에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의) 흐

름에 맞춰 당신이 경험하는 각각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당신

은 당신 스스로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구문해설

1행  It is often said [that {clearly defining our goals} 

is  a key step toward achieving happiness and 

satisfaction].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동명사구인 { }

가 that절의 주어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쓰였다.

6행  So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exactly [what 

you want from life], you should keep an open attitude 

toward whatever occurs.  ▶ 「rather than ...」은 ‘…보다는’의 

의미이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로, 전치사 on의 목적어로 쓰였다. whatever는 towar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이다.

7행  By going with the flow and (by) embracing each 

outcome [(that) you experience], you will find yourself 
 V O

living a wonderful life.  ▶ 「by＋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OC

[ ]는 선행사인 each outcom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PART 1 01 주제문을 통해 요지·주장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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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 충

분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학교들은 공립학교 체계를 개선할 수 없을 것

이다.

구문해설

2행  In order to do so, city education departments 

have been adding  summer schools  and ear ly 

childhood services, reducing class sizes, and raising 

salaries in the interes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ers.  ▶ In order to do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다. have been adding은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진행형으로, adding, reducing, 

raising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 「in the interest of ...」는 ‘…을 위해

서’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공교육 체계

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③이 가장 적절

하다.

 문제해설

③ 「with＋목적어＋분사」는 ‘…가 ~한 채로[하면서]’의 의미이며, 목적

어인 nearly every state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faced를 현재

분사 facing으로 고쳐야 한다.

4 ⑤   서술형  (1) it seems that  (2) the role they played in 

the setback

일생 동안,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모든 것이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를 낙담시킨다. 비

록 이런 상황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

것들은 사실은 단지 인생이라는 도로의 과속방지턱일 뿐이다. 그것들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적어 보는 것이

다. 상황들을 종이 위에 옮겨 봄으로써, 당신은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정

리하고 참고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나중에, 

당신은 무엇이 그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얻기 위해 

당신이 써 놓은 것을 다시 참고할 수 있다. 자신의 실수들과 그것들이 그 

난관에서 했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장차 당신 앞에 더 평탄한 

길을 확보할 수 있다.

구문해설

4행  A great way to deal with them is [by writing down 

exactly what happened].  ▶ to deal with는 A great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문장의 주격보어 역할을 

한다.

7행  Later, you can refer back to [what you wrote] 

to get a better perspective on [what caused the 

problem].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to get은 목적을 나

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on의 목적어

로 쓰인 의문사절이다.

문제해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표에만 집착하기보다

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

지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2 ⑤
1990년 이래로,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조 자동차 경주 사고로 사망

했는데, 29명은 관중이었으며, 그 중 5명은 어린이였다. 발생했던 수없

이 많은 부상들과 그것들이 초래했을지 모르는 심리적인 피해를 생각해 

보라. 자동차 경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자동차 경주 산

업이 관중을 위해서 더 나은 보호책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변명의 여

지는 없다. 팬들의 위치 배정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들을 상해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담장이 세워져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응급 구조대원들은 가까이 있어야 하고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 기술

을 교육받아야 한다. 향상된 안전 조치들이 있다면, 개조 자동차 경주는 

인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구문해설

2행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untless injuries 

[that have occurred],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damage [(which/that) they may have caused].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countless injur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B as well as A」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psychological damag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may have＋p.p.」

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

타낸다.

4행  There is no denying that ..., but the racing 

industry has no excuse for not providing ....  ▶ 「There 

is no v-ing (that) ...」은 ‘…할 수 없다’의 의미이고, 「have no 

excuse for ...」는 ‘…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의 의미이다.

6행  The positioning of fans should be taken into 

careful consideration and adequate fencing (should 

be) erected to keep them safe from harm.  ▶ should 

be taken과 (should be) erecte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to keep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필자는 개조 자동차 경주 관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중의 안전한 자동

차 경주 관람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③    ③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공립학교 체계의 학업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은 여름 학교와 조기 유아 교육

을 추가하고, 학급 규모를 축소시키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

여를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주(州)가 경제 위기에 직면

해 있어서, 정부가 교육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교육) 대책들 중 다수가 없어질 지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매우 최근까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면, 학업 성취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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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구문해설

6행  Another field [that offers services for the elderly] 

is the tourist industry.  ▶ [ ]는 선행사인 Another field를 수

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he＋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로 쓰여 

‘…한 사람들’의 의미를 나타낸다.

8행  And finally,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products [made for the elderly].  ▶ [ ]는 products를 수식

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문제해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

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문제해설

(A) 주어가 단수명사인 The average age이므로, 단수동사 is가 적절

하다.

(B) 단수명사인 field를 수식하므로 Another가 적절하다.

(C) 상품들이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

내는 과거분사 made가 적절하다.

문제해설

인생의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적어 보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주어＋seem to-v」는 「it seems that＋주어＋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2) 선행사인 the role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the role they played in the setback으로 쓰는 것이 알맞다.

5 ③    ②

많은 나라에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나라들의 산

업이 노인 고객들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산업 

분야가 노인들의 특별한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의 

한 예가 의료 산업이다. 새로운 의약품과 기술들이 특히 노인들의 건강 

문제들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분야는 관광 산업이다. 많은 여행사들이 노인 단체를 위한 특별 관광 여

행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다. 여기에는 신발과 샴푸부터 잡지와 가구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적용예제 pp.14~15

1 ⑤   2 ①

1 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광고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간판에 나오는 광고들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

로 광고가 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얼마

나 많은 우리의 자동차들이 뒤에다 우리가 가 본 놀이공원이나 관광지를 

광고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우리의 옷은 어

떤가? 우리는 운동화와 셔츠, 청바지에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과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광고 메시지로 뒤덮인 티셔츠를 입

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코카콜라’나 ‘나이키,’ ‘뉴욕이 좋아’라고 쓰

여 있는 셔츠를 입고는 좋아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정말 광고를 싫어하

는 것인가?

구문해설

4행  Think, for example, [how many of our cars 

have stickers on the back {that advertise some 

amusement park ...}].  ▶ [ ]는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이다. { }는 선행사인 stick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And we wear T-shirts [covered with all kinds of 

advertising messages].  ▶ [ ]는 T-shirt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이다.

9행  For instance, people are happy to wear shirts [that 

read “Coca Cola,” ...].  ▶ to wear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

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인 shir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read는 ‘…라고 쓰여 있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① 광고의 위력

② 광고의 부작용

③ 다양한 광고 기술

④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⑤ 광고에 대한 모순적 태도

어휘

tourist attraction 관광 명소  show off …을 과시[자랑]하다  

[문제] side effect 부작용  tendency 경향, 추세  contradictory 

모순된 

2 ①
모든 문화에는 언제 데이트를 시작할지, 언제 집을 살지, 언제 가정을 이

룰지와 같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단계들을 언제 밟아야 할지를 사람들에

게 말해 주는 무언의 ‘일정표’가 있다. 이 일정표는 일종의 사회적 시계로 

기능하여, 당신이 동년배들을 앞지르고 있는지,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를 알려 준다. 이 시계를 이용하여, 당신은 당신

의 사회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발달을 평가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동년

배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고 

PART 1 02 주제문을 통해 주제·제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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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뛰어난 선수여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조차도 그의 스타일을 

따라 하고 싶어 했다.

구문해설

7행  Therefore, he began wearing baggy shorts [that 

reached down to his knees], [with his smaller college 

shorts beneath them].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baggy 

shor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의 「with＋목적

어＋전치사구」는 ‘…한 채로’의 의미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9행  Jordan was such a great player that even his 

greatest rivals wanted to copy his style.  ▶ 「such＋

a(n)＋형용사＋명사＋that ~」 ‘매우 …해서 ~하다’  

문제해설

NBA에 영향을 미친 마이클 조던의 헐렁한 반바지 패션에 관한 내용이

므로, 제목으로는 ④ ‘헐렁한 반바지: 그것은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되었나’

가 가장 적절하다. 

① 한 NBA 스타가 대학으로 돌아가다 

② 마이클 조던의 농구 (은퇴) 후의 삶 

③ 재미있는 한 실수가 어떻게 패션을 바꾸었는가 

⑤ 유명 운동선수들 간의 패션 전쟁 

2 ④
비만은 급격히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체중과 싸우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부터 불규칙적

인 수면 패턴에 이르기까지 (비만의) 많은 잠재적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

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원인을 밝혀냈다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다.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 연

구가 당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비만이 되면, 당신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당신의 사

회적 교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체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미묘

하게 바꾸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구문해설

4행  A study of more than 10,000 people showed [that 

when a person {whom you are closely connected to} 

becomes obese, your chances {of becoming obese 

yourself} increase].  ▶ [ ]는 show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다.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 pers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이고, 두 번째 { }는 your chance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7행  Experts suspect [that this is because the people 

in your social circle not only have a direct effect 

on your behavior, but they also subtly change your 

ideas of {what a “normal” body type looks like}].  ▶ [ ]

는 suspec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not only A but also B」

는 ‘A뿐만 아니라 B도’의 의미이다.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문제해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비만이 될 경우 자신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잘 적응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늦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당신은 불안과 불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현대 문화의 사회적 시계는 더 유연해졌고 예상되는 일정에서 벗어

나는 것에 대해 덜 편협해지긴 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들

의 동년배와 보조를 맞추기를 강요한다. 

구문해설

1행  Every culture contains an unspoken “schedule” 

[that tells people when to take important steps in 

their life, ...].  ▶ [ ]는 선행사인 an unspoken “schedule”을 수

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when to-v」는 ‘언제 …할지’의 의미

이다.

3행  This timetable functions as a kind of social clock, 

[letting you know {whether you’re getting ahead of 

your peers, ...}].  ▶ as는 ‘…로서’의 의미의 전치사이다. [ ]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이 쓰였다. { }는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로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문제해설

① 사회적 시계: 피할 수 없는 압박

② 데이트를 시작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③ 시간 관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

④ 오늘날 사회적 시계의 유연함과 관대함

⑤ 뒤처지는 것보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왜 더 좋은가?

어휘

unspoken 무언의  function 기능하다  get ahead of …를 

앞지르다  peer 동년배, 또래  keep pace with …와 보조를 맞추다  

fall  behind  뒤처지다  evaluate  평가하다  professional 

직업의  dissatisfaction  불만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n.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intolerant 편협한  deviation 

벗어남, 일탈  [문제] tolerance 관용, 관대

적용독해 read up  pp.16~19

1 ④   2 ④   3 ②  ④   4 ④ 서술형  (1) whether 

it is called addiction or dependence  (2) so, that   

5 ① 

1 ④
당신은 아마도 마이클 조던이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또한 NBA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North Carolina 대학에서 대학 농구를 했을 때, 

조던은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딱 붙는 반바지 스타일을 입었다. 후에, 그

가 Chicago Bulls에 입단했을 때, 그는 자신의 대학 반바지를 계속 입

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반바지는 Bulls 유니폼의 통상적인 반바지 안

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그 안에 (그것보다) 더 작은 자신의 대학 반바지를 입었다. 머

지 않아, NBA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더 큰 반바지로 교체했다. 조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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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데, 왜냐하면 그것들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보건 기구는 약물을 단순히 ‘살아 있는 유기체가 

섭취했을 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정의여서 약물 중독

에 관한 어떠한 진지한 토론에서도 유용하지 않다.

구문해설

7행  ... “any substance [which {when taken into the 

l iving organism} may modify one or more of its 

functions].”  ▶ [ ]는 선행사인 any substanc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삽입된 삽입절이다.

8행  Unfortunately, this is too broad a definition to 

be useful in any serious discussion about drug 

addiction.  ▶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로, 

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too＋형용사＋a(n)＋명사」의 어순을 따른다.

문제해설

약물 중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글이므

로, 주제로는 ④ ‘약물 중독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혼란’이 가장 적절하다.

① 약물 중독의 위험성

② ‘약물’이라는 용어의 객관적 정의

③ 약물 남용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⑤ 새로운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서술형 문제해설

(1) ‘A든지 B든지 간에’의 의미인 「whether A or B」를 이용하여 

whether it is called addiction or dependence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인 「too ... to-v」는 「so ... that

＋주어＋can’t ~」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각각 so와 tha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①
굽이 높은 신발이 발에 가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인식이 최근 들어 높아

지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플립플롭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간

편하고 저렴한 여름용 샌들로서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플립플롭을 신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플립

플롭이 다른 유형의 부상들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이 얇고 평평한 신

발은 발뒤꿈치나 발바닥을 전혀 지탱하지 못하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

기 때문에, 플립플롭의 일상적인 착용은 발의 통증과 정강이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플립플롭을 신는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

험이 증가하는데, 그 샌들은 정지 마찰도 안정감도 없기 때문이다.

구문해설

1행  Awareness [of the damage that high-heeled shoes 
 S

can do to feet] has been growing lately, ....  ▶ 주어가 
 V

 단수명사인 Awareness이므로, 단수동사 has가 쓰였다. [  ]는 

Awarenes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has been growing은 과거

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친구를 살찌게 만드는 친구’가 가장 적절

하다.

① 비만: 유전적 숙명

② 날씬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③ 비만이 되는 것의 위험

⑤ 현대 음식: 건강의 적

3 ②    ④

일반적으로 일이나 학교 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사람들은 비판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하지만 피

드백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이 상대방

의 의견과 조언을 환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당신은 방어적이거나 쉽게 마음이 상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학급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앞으로 

유익한 피드백을 당신과 공유하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다. 당신의 일에 대

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서투르게 반응하는 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전체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의 프로젝트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당신에게 

주고 있을 뿐이다.

구문해설

1행  Generally, [when giving feedback to others on a 

work or school project], people are cautious not to 

sound critical or insulting.  ▶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

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to부정

사의 부정은 to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서 나타낸다.

3행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other person 

is aware that you welcome his or her opinions and 

advice].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문제해설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태도에 관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② ‘조언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① 피드백을 주는 것의 중요성

③ 피드백을 요청할 최적의 시기

④ 사실을 가지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법

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

 문제해설

④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to react를 reacting으로 

고쳐야 한다.

4 ④   서술형  (1 )   whether  i t  is  ca l led addict ion or 

dependence  (2) so, that 

약물 중독은 언제나 많은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며, 최근 몇 

년간 그것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굉장한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

것이 중독이라고 불리든 또는 종속 상태라고 불리든 간에, 여전히 이 논

란이 되는 문제에 관한 확실한 이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

어는 ‘약물’과 ‘중독’이라는 바로 그 용어들조차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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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므로, 주제로는 ① ‘플립플롭이 유발할 수 있는 상해’가 가장 적절

하다.

② 증가하는 여름용 샌들 착용

③ 굽이 높은 신발이 발에 가하는 손상

④ 플립플롭과 하이힐 간의 유사점

⑤ 사람들이 발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들

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진행형이다.

9행  ..., since the sandals have neither traction nor 

stability.  ▶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닌’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플립플롭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적용예제 pp.20~21

1 ⑤   2 ③

1 ⑤
훌륭한 소설을 읽으면 그 등장인물들은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등장인물들이 말하고 행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

서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우리는 시어(詩語)의 

영향력(감흥)을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도록 시를 외운다. 우리는 강렬한 

그림 앞에 서 있거나 아름다운 곡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본 적은 있지

만 실제로 고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삶의 어떤 부분에 예술가가 스

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처럼, 깊은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미술관 문이 닫

히고, 책 표지가 덮이고, 음악이 멈추는 때에도 그 스포트라이트는 계속 

남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며, 예술가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의 진가를 발견하게 해 준다.

구문해설

4행  We feel deeply moved as we stand ..., as if the 

artist had turned a spotlight on some aspect of life 

[(which/that) we had seen but never really examined]. 

 ▶ as는 ‘…할 때’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이다. 「as if＋가정법 과거완료」

는 ‘마치 …였던 것처럼’의 의미이며 주절보다 이전 시점의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문제해설

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

② 예술 작품의 주된 기능

③ 위대한 예술 작품의 특징들

④ 예술을 통한 감정의 표현

⑤ 오래 지속되는 예술의 감동

어휘

call  up  …을 상기시키다  impact  영향(력)  at  will  마음대로  

piece 작품, 악곡  spotlight 스포트라이트, 환한 조명  aspect 

측면  examine 조사하다; *고찰하다  get behind …의 진의를 찾아

내다  [문제] primary 주된, 주요한  lingering 오래 끄는[가는]  

2 ③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자에 성공을 지니고 있다’고 종종 일컬어진

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언제나 성

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들 자녀들 중 몇몇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서 결국 실패한다. 이것의 이유는 그들의 부모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일 중 어떤 것도 그들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전자가 성공에 관

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는 다행인 일이다. 당신은 유전

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역할 모델로 선택할 사람들은 바꿀 수 있

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당신이 모방할 수 있는 수백 

명의 뛰어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해라. 이것이 성공하는 가장 믿

을 만한 길이다.

구문해설

4행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do not do any of 

the things {(that) their parents did to succeed}].  ▶ [ ]

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선행사인 the things를 수식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succeed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

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① 부전자전

② 성공을 원하는가? 휴식을 취해라!

③ 최고를 따라 하여 성공하라!

④ 당신의 유전자를 고수하여 (남을) 능가하라!

⑤ 자수성가한 사람의 신화는 더 이상 없다

어휘

gene 유전자  end up v-ing 결국 …하게 되다  role model 

역할 모델  unlimited 무한한  brilliant 똑똑한  reliable 믿을 만한  

path 길, 경로  [문제] recess 휴식  excel 능가하다  self-made 

자수성가한

적용독해 read up  pp.22~25

1 ②   2 ②   3 ⑤   4 ⑤ 서술형  (1) 현미경으로 작은 생물체들

을 200배 더 확대하여 볼 수 있게 된 것  (2) it had not been 

for   5 ④  ②

PART 1 03 함축된 주제·제목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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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  There are some, for example, [who are too lazy 

to conduct the research and (to) put together the 

words {needed to produce an original essay}].  ▶ [ ]는 

선행사인 som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 }는 the word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to produc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

정사이다.

7행  Sadly, another reason [why students copy work 

from others] is [that they believe other students are 

doing the same, ...].  ▶ 주어가 단수명사인 another reason

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쓰였다.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nother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

사절이다.

문제해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는 글이

므로, 주제로는 ② ‘학생들이 표절을 하는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

①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③ 학교에서 일어나는 표절의 유형들

④ 인용문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의 중요성

⑤ 인터넷에서 얻은 무분별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위험 

3 ⑤
16세기 중반에, 유럽 대륙은 심각한 종교적 혼란에 휩싸였다. 매우 오랫

동안 지배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이기보다는 탐욕스럽고 퇴폐

적인 것으로 드러난 교황들이 연루된 일련의 추문들로 휘청거리고 있었

다. 그들의 악행은 교회의 명성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마틴 루터라는 이름의 전직 수도사가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

고 국제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

다. 그의 행동은 결국 유럽의 기독교를 양분시킨 운동인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다.

구문해설

2행  The Roman Catholic Church, [which had been 
 S

dominant for so many years], was reeling from a 
 V

series of scandals [involving popes {who had proven ... 

rather than spiritual}].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Roman 

Catholic Church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a series of scandal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 }는 선행

사인 pop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His actions eventually led to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movement [which divided European 

Christianity in two].  ▶ the Protestant Reformation과 a 

movement는 동격이다. [ ]는 선행사인 a movem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16세기 중반 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여 권위가 실추되면서 종

1 ②
‘과학’이라는 용어는 ‘지식’을 뜻하는 라틴어 scientia에서 유래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 과학은 ‘자연 철학’으로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아이작 뉴턴 경은 자신을 철학자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687년에 쓰여진 중력에 관한 그의 유명한 저서에는 「자연 철학의 수학

적 원리」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후에, ‘과학’은 자연 철학을 포함하여 전 

분야의 지식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00년

에 쓰여진 한 편지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과학’의 

목록을 제시했다. 동물학과 화학 같은 일부는 여전히 과학 분야로 여겨지

는 것이지만, 그 목록은 또한 역사, 정치학, 미술도 포함했다.

구문해설

1행  The term “science,” [which comes from the Latin 

word scientia, {meaning “knowledge,”}] is relatively 

new.  ▶ [ ]는 선행사인 The term “science”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scientia를 부연 설명하는 현재분사구이다.

3행  Sir Isaac Newton, for example, [now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the 17th century], 

thought of himself as a philosopher.  ▶ [ ]는 Sir Isaac 

Newton을 부연 설명하는 과거분사구이다. 「think of A as B」는 ‘A

를 B라고 여기다’의 의미이다. 

7행  In a letter [written in 1800], Thomas Jefferson 

offered a list of the “sciences” [(that/which) he was 

interested in].  ▶ 첫 번째 [ ]는 a letter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

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scienc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우리가 현재 ‘과학(science)’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과거에는 자연 철학

으로 여겨졌고, 한때는 이 용어가 모든 지식 분야를 일컫는 데 사용되기

도 했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과학이 예전에는 다른 것을 의미

했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토머스 제퍼슨의 이상한 편지

③ 자연 철학: 새로운 종류의 과학

④ 아이작 뉴턴 경: 현대 과학의 아버지

⑤ 왜 과학은 예전만큼 인기 있지 않은가

2 ②
표절은 학생들이 다양한 동기들의 결과로 휘말리게 되는 위험한 행동이

다. 예를 들면, 너무 게을러서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독창적인 에세

이를 쓰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을 구성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표절을 하려는 시도의 이면에는 단순한 게으름 이

상의 것이 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 친구들을 능가해야만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익히

게 되는 기술보다는 그것의 최종 결과물에만 더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베끼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들이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하고 있으며, 뒤처지지 않으려면 표절을 해야

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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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개혁이 등장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종교 

개혁의 배경’이 가장 적절하다.

① 16세기: 평화의 시대 

② 종교사의 위대한 영웅들

③ 로마 가톨릭 교회: 절대 정의

④ 종교와 정치의 관계

4 ⑤   서술형  (1) 현미경으로 작은 생물체들을 200배 더 확대하여 볼 

수 있게 된 것  (2) it had not been for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과학자인 Anton van Leeuwenhoek는 그

가 막 만들어 낸 새로운 현미경을 통해서 물 한 방울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극미동물’이라고 부른 수백 개의 생물체를 보게 되어 아연실색했

다. 그의 현미경은 그에게 아주 작은 생물체들을 실제보다 200배 더 크

게 보여 주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은 과학에 있어 커다란 진보였다. 그 

후로, 현미경은 많은 변화와 개선을 겪어 왔다. 오늘날의 전자 현미경은 

Leeuwenhoek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그것들은 물체가 실제 크기보다 20만 배나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한다. 

어떤 것들은 심지어 과학자들이 개별 원자들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현미

경의 발달이 없었더라면, 많은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문해설

2행  ... and was stunned to see hundreds of creatures 

[(which/that) he called “wee beasties.”]  ▶ to see는 원인

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인 creatur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6행  Today’s electron microscopes are far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at) Leeuwenhoek could 

have imagined] ....  ▶ far, still, much, even, a lot 등은 비교

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 ]는 선행사인 any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17세기 Leeuwenhoek가 만든 현미경부터 최신 전자 현미경까지를 

언급하며 이러한 현미경들이 과학 발전에 있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

술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로는 ⑤ ‘현미경의 역사와 의의’가 가장 적절

하다.

① 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

② 초기 현미경의 한계점들

③ 유명 과학자가 저지른 실수

④ 전자 현미경의 발명

서술형 문제해설

(1) This는 3행의 ‘His microscope was showing him tiny 

organisms 200 times larger than they actually were.’를 가

리킨다.

(2)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에서,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5 ④    ② 

사람들은 위대한 발견을 하고 나면, 국가 전체가 자신들을 위해 열렬히 

환호한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된다. 그들의 업적은 칭송되고 국가 전체를 

위한 승리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과업이 갓 시작되고 있었을 때 이 모

든 지지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지리적인 것이든 과학적인 것이

든 간에, 모든 유형의 탐험의 시작 단계는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이다. 하지만 언제나 탐험가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필요로 하는 격려와 재

정적인 지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시대에 그랬

던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

가지이다. 그들에게 가장 커다란 도전은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찾아온다.

구문해설

4행  The start of any type of exploration, whether it is 
 S 

geographical or scientific, is the time [when support 
 V

is most needed].  ▶ 「whether A or B」는 ‘A든 B든 간에’의 의

미이다. [ ]는 선행사인 the tim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6행  But invariably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explorers 

[to find the encouragement and financial backing 

{that are needed before setting out}].  ▶ it은 가주어이고 [ ]

가 진주어이며, for explorers는 to find의 의미상 주어이다. { }는 선

행사인 the encouragement and financial backing을 수식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탐험가들은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변의 지원을 받기가 가

장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개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가장 적절하다.

① 탐험가들의 일상생활

②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는 도전들

③ 과학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법

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

 문제해설

(A) 문맥상 수동의 의미를 가지며 are praised와 병렬 연결되어 있으

므로, 바로 앞에 are가 생략된 형태인 claimed가 적절하다.

(B) the time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n이 이끄는 관계부사절

이므로, when 다음에는 「주어＋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C) 가주어 it과 「for＋명사」 형태의 의미상 주어가 나왔으므로, 진주어 

자리에 to부정사인 to find가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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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  Specifically, the camera lens does not focus well, 

[resulting in blurry photo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다. 

어휘

purchase  구입하다; 구입, 구매  extremely  대단히, 극도로  

specifically  *특히; 구체적으로  blurry  흐릿한  frustrated 

실망한, 좌절한  full refund 전액 환불  enclose 동봉하다  receipt 

영수증 

적용독해 read up  pp.28~31

1 ④   2 ①   3 ⑤   4 ③ 서술형  (1) to stop the shot  

(2) where he or she intends to make the shot   5 ④ 

 ⑤

1 ④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성공을 위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

키는 중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교육은 일반적으

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이 그것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유치원비를 낼 여유가 없는 부모의 아이들

은 애초부터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르면

서,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

라서, 모두를 위한 무료 공립 유치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아이들

이 학업 성취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문해설

1행  Young children [who attend nursery school] receive 
 S V

important educational training [that effectively 

prepares them for succes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Young 

childre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educational train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Th i s  means  [ t ha t  t hose  ch i l d ren  {whose 

parents can’t afford nursery school fees} will be 

disadvantaged from the start].  ▶ [ ]는 mean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those children을 수식하는 소유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문제해설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문

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치원 무상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글이다.

2 ①
다음 학기부터, 교내 서점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 

적용예제 pp.26~27

1 ①   2 ①

1 ①
저는 당신이 우리 시(市)에서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이미 알고 있

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함 있는 전기 배선으로 인해, 한 집에서 화재

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교외의 한 블록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문제

의 일부는 불길을 거세게 한 강풍이었지만, 만약 소방대원들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더라면 피해는 줄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에

는 시내에 위치한 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의 시장으로서 당신이 

새로운 소방서 건설을 요구해 주시겠습니까? 분명, 새로운 소방서가 긴

급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답변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구문해설

1행  I’m sure you are already aware of the terrible 

tragedy [that recently took place in our city].  ▶ 「be 

aware of ...」는 ‘…을 알다’의 의미이다. [ ]는 선행사인 the terrible 

traged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3행  Part of the problem was the strong winds [that 

fanned the flames], but the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f firefighting crews had been able to 

arrive more quickly.  ▶ [ ]는 선행사인 the strong winds를 수

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if＋주어＋had＋p.p., 주어＋조동사

의 과거형＋have＋p.p.」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어휘

faulty 결함이 있는  electrical 전기의  wiring 배선  break out 

발생하다  suburban 교외의  fan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거세게 

하다  flame 불길  firefighting crew 소방대원  call for 요구하다  

urgent 긴급한

2 ①
저는 여러 해 동안 KVE 카메라를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사의 최신 모델인 Photoking 3000을 구입한 후, 저는 대단히 실망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올해 초, 1월 6일에 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제대

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흐릿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저는 수리를 받기 위해 그것을 지역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지만, 서비스는 형편없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는 귀사의 수리 서비스와 카메라 둘 다의 낮은 품질에 실망했습니다. 저

는 아무래도 전액 환불을 요구해야겠습니다. 구매 영수증과 수리비 계산

서의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구문해설

1행  I have enjoyed KVE cameras for many years. 

 ▶ have enjoyed는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이다. 

PART 1 04 목적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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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회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에게 주어질 보상을 

설명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4 ③   서술형  (1) to stop the shot  (2) where he or she 

intends to make the shot

골키퍼가 되는 것은 때때로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상대팀

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상대팀의 가장 뛰어난 득점자가 고작 11미터 떨어

진 곳에서 당신이 있는 쪽으로 공을 차려고 하면, 당신의 처음 본능은 당

황하는 것일지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규칙은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의 발

이 공에 닿을 때까지 당신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기

억하라. 아무도 슛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

고, 만약 당신이 그것(= 슛을 막는 것)을 해낸다면, 그들은 당신을 영웅처

럼 축하해 줄 것이다. 성공하려면, 팔과 다리를 넓게 벌려라. 슛하는 사람

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슛을 하려고 하는지를 예

상하려고 노력하라. 빠른 반사 신경과 약간의 운만 있다면, 당신은 멋지

게 슛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구문해설

1행  When the other team is awarded a penalty kick 

and your opponent’s best scorer is about to fire the 

ball ....  ▶ 둘 중 나머지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는 the other를 사용한

다. 「be about to-v」는 ‘막 …하려고 하다’의 의미이다.

7행  To succeed, spread your arms and legs wide.
 v o oc

 ▶ To succeed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막아야 할 때 느끼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슛을 효과

적으로 막는 방법을 제안하는 글이다.

서술형 문제해설

(1) it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to stop the shot’을 가리킨다. 

(2) anticip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

사」의 어순을 따른다. 

5 ④    ⑤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중 하나로서, 인터넷은 오늘날의 젊

은이들에게 중요한 교육 도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lingus.

tv는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에게 스

페인어 학습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짤막하

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연속 강의의 각 단원은 ‘Mi 

rutina(나의 하루)’나 ‘Mi primer novio(나의 첫 남자 친구)’와 같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2분짜리 에피소드는 학생들이 스페인어

를 배우는 것을 돕고자 스페인어 자막과 대본, 그리고 목표로 하는 문법 

사항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전 경험을 고려하여,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난이도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문해설

2행  [Recognizing this fact], lingus.tv takes advantage 

변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그것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곧 반품할 학생들에 의

해 헌책이 구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수강할지도 

모르는 모든 수업들에서 쓸 헌책을 구매한 다음, 시간표가 확정되면 불필

요한 책들을 반품하는 학생들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것은 부

당하게도 헌책이 구매 가능했어야 하는 때에 다른 학생들이 비싼 새 책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반품 정책은 학생들이 시간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책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구문해설

4행  We have been faced with the problem [that 

students purchase used books for all the classes 

{(which/that) they might take}, and then ...].  ▶ the 

problem과 [ ]는 동격이다. { }는 all the classes를 수식하는 목적

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7행  This unfairly causes other students to purchase 

expensive new books when used ones should have 

been available.  ▶ 「cause A to-v」는 ‘A가 …하게 야기하다’의 

의미이다. 「should have＋p.p.」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헌책을 수업별로 미리 구입했다가 이후에 시간표가 확정되면 반품하는 

학생들로 인해 정작 헌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비싼 새 책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 서점이 기존의 반품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음을 공지하는 글이다.

3 ⑤
지난해 여러분의 모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

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업무 절차와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

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저희 경영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제

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회사가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이라면 누구든 다음 달 급여에 1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되, 각

각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설명되고 회사의 예상 경비 절감이 신중하게 제

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상관에게 제출하시면, 그

가 그것들을 상위 경영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구문해설

3행  [Bearing this in mind], we will implement a new 

system to encourage all of you to share your ideas 

with us.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o encourage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5행  ..., any employee [who submits an idea {that 

saves the company a substantial sum of money}] will 
 V O1 O2

be rewarded ....  ▶ [ ]는 선행사인 any employe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선행사인 an idea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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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옳다.

2  알래스카의 Fairbanks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것은 1906년이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화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호스들이 연결되었지만 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 호스

들이 ‘연결된’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3  200년도 더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장 빠른 이동 방법 중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바로 빙상 요트를 타는 것이다. 비행기가 발명될 

때까지, 빙상 요트를 타는 것은 여전히 가장 빠른 이동 방법이었다.  ▶ 

비행기는 사람에 의해 ‘발명된’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1 ③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사망한 지 백 년이 지났지만, 크림 전쟁 중에 부

상자들을 돌보며 그녀가 해낸 중요한 역할 때문에 그녀에 대한 기억은 계

속 살아 있다. 물론, 나이팅게일은 전쟁이 끝나고 영국으로 귀국한 직후

에 사망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50년 이상을 더 살았다. 전후 수십 년 

동안, 나이팅게일은 군인과 민간인 치료 분야에서 주요한 발전으로 이어

진 의학 연구를 했다. 그녀는 위생 기술들에 관한 정보를 병원들에 배포

했고, 간병인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켰으며, 간호 학교들을 설립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나이팅게일의 헌신이 없었다면 간호 직종은 

확립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문해설

8행  It might not be an exaggeration [to suggest 

that the profession of nursing would not have been 

established {without Nightingale’s dedication to her 

line of work}].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 }는 가정·조

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부사구로, if절을 대신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이다. (= if it had not been for Nightingale’s dedication 

to her line of work)

문제해설

③ 관계사절의 선행사인 medical research가 주요한 발전으로 ‘이어

진’ 것이며 lead는 자동사이므로 능동태인 led가 되어야 한다.

2 ⑤
여러분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여러분의 주문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메시지가 브라우저 창에 나타나기까지는 몇 초가 걸

릴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 이상 누르지 말아 주세요. 저

희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주문이 접수될 것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주문이 처리를 위해 저희 시스

템에 일단 입력되면, 여러분은 주문 번호가 기재된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기록용으로 그 주문 번호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24시간 이

내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를 부정확하게 

입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또한 스팸 방지 프로그램이 여러분

의 확인 이메일이 수신되는 것을 막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문해설

6행  ..., you will receive a confirmation email with an 

order number, [which you should write down for your 

records].  ▶ [ ]는 선행사인 an order number를 부연 설명하는 계

of  the  In te r ne t  to  del iver  Span ish- language 

programming to self-motivated students [who want 

to study at their own pace].  ▶ 첫 번째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o deliver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self-motivated studen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2분짜리 에피소드 학습물을 통해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이다.

 문제해설

(A) 문장의 주어인 lingus.tv가 사실을 ‘인지하는’ 주체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Recognizing이 적절하다.

(B) 주어가 단수명사인 each chapter이므로, 단수동사인 focuses

가 와야 한다.

(C) 동사 choose의 목적어 자리에 올 명사절이 필요하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대명사인 whichever가 적절하다. 이때, whichever

는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의 의미이다.

Grammar special pp.32~35

point1 1 are   2 is   3 deals   4 has   5 knows

point2 1 ① / is produced and consumed

 2 ② / were connected

 3 ② / was invented

1 ③   2 ⑤   3 ④   4 ③   5 ⑤

point1

1  거의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것들은 쉽게 사라진다.  ▶ 문장의 주어가 

복수명사인 Things이므로 복수동사인 are가 적절하다.

2  최상의 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들에서 선천성 장애를 가

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의 수’를 뜻하는 

「the number of ...」는 단수 취급하므로 is가 적절하다.

3  환경 문제들과 보존 문제들에 대한 교육은 오염과 같은 물리적인 문

제들뿐만 아니라 오염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다룬다.  ▶ 

주어 Education에 이어지는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인 deals가 와

야 한다.

4  이 상은 모든 지점에서 가장 뛰어난 출근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 명

의 직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the one 

employee이므로 단수동사인 has가 와야 한다.

5  학교에서 제2언어를 배우려고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우

리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 who  …  in 

school은 주어인 Anyone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고 문장 전체에 

동사가 없으므로, 동사인 knows가 와야 한다.

point2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종이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종이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되고 소비되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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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주어인 your  order가 ‘접수되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been 

accepted가 적절하다.

(B) 문맥상 ‘입력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므로,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을 나타내는 「may have＋p.p.」를 이용한 have typed가 와야 한다.

(C) your confirmation email과 receive는 수동 관계이므로 

being received가 적절하다.

3 ④
인터넷에 관해 이야기할 때, ‘쿠키’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다. 그것은 당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의해 당신의 컴퓨터에 남게 되는 

작은 파일들을 의미한다. 이 쿠키들 안에는, 당신이 나중에 그 웹사이트

를 다시 방문할 때 당신의 관심을 끌지도 모르는 내용을 당신에게 제공하

고 당신이 방문 즉시 로그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이

메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저장된다. 어떤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쿠

키는 당신의 컴퓨터 보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당신의 브라우저가 쿠키

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당신에게 그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허용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구문해설

4행  ..., is stored so that [when you return to the 

website at a later time], this data can be used to give 

you content [that may interest you] and log you in .... 

 ▶ 「so that＋주어＋can[may/will] ...」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

미이다. 첫 번째 [ ]는 so that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절 사이에 삽입된 부

사절이고,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cont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6행  [While in some ways (they are) helpful], cookies 

can also ....  ▶ 접속사 While이 이끄는 부사절 [ ]에서 「주절의 주어

와 동일한 주어＋be동사」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④ 문맥상 주어인 cookies가 컴퓨터 보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능동

의 의미이므로, 능동태인 decrease로 고쳐야 한다.

4 ③
세계의 수많은 문화권들은 완벽하게 끓여진 차 한 잔이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

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3개국 모두의 국민 음료는 마테차(茶)로, 상록수

의 말린 잎들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만들어지는, 차와 유사한 달인 물이

다. 그것은 커피와 녹차의 혼합물로 묘사되는 강한 향을 지녔다. 마테차

를 즐기는 일반적인 방식은 사교적인 장소에서 하나의 컵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마테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음료가 각성도

를 증가시키고 피로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이롭다고 종종 

말한다. 커피와 마찬가지로, (마테차를) 많이 마시면, 그것은 상당히 중독

성이 있을 수 있다.

구문해설

3행  The national drink of all three of these nations is 

maté, a tea-like infusion [made by steeping ... in 

hot water].  ▶ maté와 a tea-like infusion은 동격이다. [ ]는 a 

tea-like infusi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7행  Maté drinkers often say [that the beverage is 

healthful and beneficial, {increasing alertness and 

reducing fatigue}].  ▶ [ ]는 say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A) 문맥상 ‘…이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의 의미로, 뒤에 전치사 like가 

쓰였으므로 의문대명사인 what이 와야 한다.

(B) 주어가 단수인 The national drink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적절

하다.

(C) 주절의 주어 it은 maté를 가리키며 ‘마셔지는’ 대상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drunk가 적절하다.

5 ⑤
오늘날, 영국인 의사인 Peter Mark Roget의 이름은 의학에서의 그

의 이력과는 무관한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Roget는 철자 순이 아니

라 단어의 의미에 따라 구성된 사전이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 수정된 사전의 초판이 1852년에 출간

되었는데, 이것은 15,000개의 단어를 수록했다. 뒤따라 나온 각각의 판

은 더 많은 표제어들을 포함했으며, Roget는 그 (단어) 모음집(= 사전)

에 단어를 추가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로제 유어(類語) 

분류 사전」은 영어로 쓰고, 공부하고, 말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에 의해 이용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그 책의 신판이 자

주 나온다.

구문해설

3행  Roget believed [that a dictionary {organized not 

in alphabetical order but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words} might be a useful tool in some situations]. 

 ▶ [ ]는 believ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a dictionar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

이다.

5행  His first edition ... was published in 1852, [featuring 

15,000 words].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A) 이름은 ‘기억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is remembered가 적절

하다.

(B) 「stop v-ing」는 ‘…하는 것을 중단하다’의 의미이고, 「stop to-v」

는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adding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C) 주어가 복수명사인 new editions이므로, 복수동사인 appear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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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제 pp.38~39

1 ④   2 ②

1 ④
의학계에서는, 과학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법과 윤리의 문

제들이 (그에 맞춰) 신속히 논의되거나 해결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

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명을 끝내거나 시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뇌사한’ 후, 즉 뇌가 기능을 멈춘 후에도 그 사

람을 몇 년씩이나 기계에 의지해 기술적으로 계속 ‘살아 있게’ 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그러

면 그 반대의 선택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사람을 살려 두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가? 아무도 이 질

문들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다.

구문해설

4행  ..., we have the medical ability to keep a person 

technically “alive” for years on machines after he or 

she is “brain dead,” [which means that the brain has 

stopped functioning].  ▶ to keep은 the medical ability

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인 “brain 

dead”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어휘

profess ion  (전문적인) 직업[직종]   eth ics  *윤리;  윤리학 

(a. ethical 윤리적인)  function 기능하다  alternative 양자택일; 

*다른 방도, 대안

2 ②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대개 40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

한다. 그런데, 몇몇 회사들이 하루 10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새로운 

일정을 시범 운영했다. 주 4일 근무의 한 가지 효과는 더 즐거운 근로자

들일 것이다. 주말이 3일이 되면서 근로자들은 여가나 쇼핑을 위한 시간

을 하루 더 갖게 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일정의 또 다른 결과는 업무에

서의 비효율일 수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일

과를 마칠 때쯤이면 근로자들이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들

은 전만큼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구문해설

2행  Some companies, however, have experimented 

with a new schedule: ...].  ▶ have experimented는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이다.

어휘

experiment 실험하다; *시험 삼아 해 보다  inefficiency 비효율  

productive 생산적인

적용독해 read up  pp.40~43

1 ④   2 ③   3 ②   4 ⑤ 서술형  (1) a sheet of paper  

(2) too light to push away the air molecules   5 ② 

 ②

1 ④
우리 삶에서 친구들은 지식과 조언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우리와 비슷한 친구들과 많은 우정을 유지하는 것

보다 더 득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지인들

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끌어낼 수 있는 더 다

양한 지혜의 샘을 제공받는다. 이런 다른 관점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생각해 내지 못했을 방식으로 딜레마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방안과 

기술을 제안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선택했을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개발

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구문해설

2행  ..., having friends [who differ from us] may be more 
 S V

beneficial than maintaining many friendships with 

those [who are similar to us].  ▶ 두 개의 [ ]는 각각 선행사인 

friends와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4행  ... acquaintances [who think differently than we 

do], ....  ▶ [ ]는 선행사인 acquaintanc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

명사절이다. different 또는 differently는 비교급의 형태가 아님에도 

PART 2 01 연결사 추론하기

Word test p.36

1 모순된   2 조심하는, 신중한   3 물질   4 (건조물을) 세우다, 건설

하다   5 중독성의   6 불만, 불평   7 미묘하게   8 모욕적인, 무례

한   9 최후의, 궁극의   10 기민함, 각성도   11 완전히 에워싸다, 

휩싸다   12 (공중) 위생의   13 운명, 숙명   14 뒷받침하다, 입증

하다   15 과장   16 일치, 합의   17 퇴폐적인   18 지배적인, 권력

을 장악한   19 예산   20 유행병, 전염병   21 표절   22 성과, 업적

23 중간의, 중급의   24 참고, 참조   25 (…으로) 생각하다, 간주

하다   26 전체적 시야로   27 …을 줄이다[삭감하다]   28 능가

하다   29 악행   30 착수하다, 시작하다   31 dissatisfaction   

32  awareness    33  controversy    34  keep  pace 

with    35  genetic    36  gravity    37  microscope   

38 tolerance   39 turmoil   40 incorrectly

14



3 ②
Henry Stanley 경은 1870년대에 콩고 강을 탐사했는데, 그것은 벨기

에의 Leopold 왕의 후원을 받은 탐사 여행이었다. 탐험 내내, Stanley

는 항로를 따라 항구들에 정박했고 현지의 정치 지도자들과 조약을 맺었

다. 그 결과, 그가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Leopold 왕에게 벨기에

의 80배 이상 크기의 영토를 선물로 바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벨기에

령 콩고는 Leopold의 통치하에서 심하게 착취당했으며, 콩고인들은 노

예 노역을 강제당했다. Leopold는 인간성 중의 가장 악한 특성인 탐욕, 

방종, 폭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 왕은 폭정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이는 그로 하여금 공공사업 계획에 아낌없이 투자함으로써 콩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은 그를 계속 혐오했고, 결국 그는 콩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구문해설

1행  Sir Henry Stanley explored the Congo River in 

the 1870s, [which was a journey {sponsored by 

Belgium’s King Leopold}].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a journey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구이다.

4행  As a result, upon his return to Europe, he was 

able to present King Leopold with a gift of land .... 

 ▶ 「upon [on ]＋명사」는 ‘…하자마자’ ,  ‘…할 때’의 의미이다. 

「present A with B」는 ‘A에게 B를 선사하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A) 빈칸 앞에서는 Stanley의 콩고 강 탐사와 조약 체결에 대해 소개

하고, 빈칸 뒤에서 탐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As a 

result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빈칸 앞에서 Leopold 왕이 콩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서는 민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

오므로, 빈칸에는 Nevertheles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⑤   서술형  (1) a sheet of paper  (2) too light to push 

away the air molecules

낙하산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인 공기 저항은 간단한 실험에서 관찰될 수 

있다. 종이 한 장과 커피잔 한 개를 모아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두 

물체를 동시에 놓아 보아라.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커피잔이 바닥으로 똑

바로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종이는 천천히 완만하게 떨어진다. 무거

운 잔은 그것의 진로에 있는 공기 분자들을 쉽게 갈라놓기 때문에 바닥으

로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 너무 가벼워서 공기 분자들을 밀어내지 못하는 

종이는 바닥으로 향하는 도중 몹시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낙하산이 펼

쳐지면, 그것의 하강은 그것의 진로상에 있는 공기 분자들에 의해 느려

진다.

구문해설

1행  Air resistance, the principle [that makes parachutes 

work], can be observed ....   ▶ Air resistance와 the 

principle은 동격이다. [ ]는 선행사인 the principle을 수식하는 주

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사역동사 makes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

불구하고 종종 than과 함께 쓰인다. do는 think 대신 쓰인 대동사이다.

6행  These divergent views may be able to suggest 

ideas and techniques [that will help us approach a 

dilemma] in ways [(which/that) we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our own].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ideas and 

techniqu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

인 way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

략되었다. 「may have＋p.p.」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A) 빈칸 앞에서 ‘우리와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득이 될지도 모른

다’고 언급한 후 빈칸 뒤에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In other word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빈칸 앞의 내용에 근거한 결론을 빈칸 뒤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는 Consequently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③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 뒤에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이는 ‘섬광 기억’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에 자라난 세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암살과 관

련된 섬광 기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잘 알려진 인물의 예상치 못한 죽음

이 섬광 기억의 생성을 유발하는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9/11 테러와 같은 국가적 비극 또한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

치는 섬광 기억을 초래할 수 있다.

구문해설

1행  ..., we will be able to remember exactly [ where we 

were ] and [ what we were doing ] when we heard 

the news, [which is a phenomenon {referred to as a 

“flashbulb memory.”}]  ▶ 첫 번째 [ ]와 두 번째 [ ]는 모두 to 

remember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

순을 따른다. 세 번째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a phenomenon을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이다.

4행  ... a collection of flashbulb memories [pertaining 

to the assassinations of ...].  ▶ [ ]는 flashbulb memories

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문제해설

(A) 빈칸 앞에서 설명한 섬광 기억 현상의 사례가 빈칸 뒤에서 이어지므

로, 빈칸에는 예시의 연결사인 for instanc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B) 빈칸 앞에서 유명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섬광 기억에 대해 언급한 

후, 빈칸 뒤에서는 그것이 섬광 기억을 유발하는 유일한 경우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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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people of the village would gather to pass the 

time].  ▶ [ ]는 선행사인 the town square of the past를 부연 설

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

로, 과거의 반복된 행동을 나타낸다. to pass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어휘

witty 익살맞은, 재치 있는  paraphrase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  

philosophical 철학의  statement 진술  sum up 요약하다  

essence 본질  consumption 소비  entertainment 오락, 

기분 전환  square 광장

2 ④
언젠가는 컴퓨터들이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환상

이었다. 사람이 만든 이러한 기기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낸 창조자들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상상해서, 일부 사람들은 더 발달된 컴퓨터가 개발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하도록 

적용예제 pp.44~45

1 ③   2 ④

1 ③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철학적 

진술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재치 있게 바꾼 이 말은 

현대인들의 소비 행태의 본질을 요약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이 있을 때만 쇼핑을 했다. 이제 사람들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기분 전

환으로 쇼핑몰에 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쇼핑을 너무 자주 다니고 필요

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들을 살 때,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오늘

날, 쇼핑몰은 마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이곤 했던 과거의 마

을 광장과 같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은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고 해도, 쇼핑몰로 오라.

구문해설

7행  Today, the mall is like the town square of the past, 

였다.

3행  [What you’ll observe] is [that the coffee cup 

plummets to the ground].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문장의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빈칸을 전후로 커피잔과 종이가 각각 다른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묘

사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B) 종이가 떨어지는 원리와 ‘유사하게’ 낙하산이 하강하는 것이므로, 빈

칸에는 Likewis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본문의 실험에서 종이는 공기 분자들을 밀어내지 못해 천천히 완만하

게 떨어지는데, 이는 공기 저항을 이용한 낙하산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2)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인 「too ... to-v」 구문을 이용한다.

5 ②    ②

오늘날, 미국의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실

제로, 한 전국적인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62%가 단지 너무 

바빠서 규칙적으로 앉아서 식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하면서나 운전하

면서처럼, 다른 뭔가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점점 흔해지고 있으며, 

용인할 수 있는 식사 습관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하면서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우리를 살찌게 할 수도 있다고 영양학자들은 말한

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식사 

후에 만족감을 덜 느낀다. 게다가, 우리는 더 빨리 먹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는지를 놓치게 되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 섭취와 그에 따른 필연적인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

구문해설

2행  ..., 62% of those polled reported being simply 

too busy to eat sit-down meals regularly.  ▶ polled는 

thos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이다.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7행  Moreover, we eat more quickly and lose track 

of [how many calories we have consumed], [which 

results in the intake of more food ...].  ▶ 첫 번째 [ ]는 lose 

track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

을 따른다. 두 번째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

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빈칸 앞에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점점 흔해지면

서 용인되는 식사 습관으로 여겨진다고 했으나, 빈칸 뒤에서는 일하면

서 먹는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빈칸 앞에서 일하면서 먹는 습관이 왜 건강에 좋지 않고 식사하

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서술한 다음, 빈칸 뒤에서 그

에 관한 또 다른 이유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첨가의 연결사인 

Moreo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제해설

② 주어인 Eating while doing something else가 용인할 수 있는 

식사 습관으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view를 수동태인 (is) viewed로 고

쳐야 한다.

PART 2 02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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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Inuit족의 조각 예술의 가치와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그 인기로 인

해 모조품과 복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③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

다.

2 ④
과거에는,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독자적인 각본에 기반했지만, 이제

는 각색 작품이 그것들을 주로 대체하고 있다. 제작사에 의해 고용된 작

가들이 모든 각본을 만들어 내야 했던 시대는 끝났다. 영화 제작자들은 

인기 있는 소설, 희곡, 동화 등을 각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대

중이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들의 흥행 가능성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작품

을 변형시키는 것이 훨씬 수고가 덜 든다. (때때로 대중은 그들이 이미 읽

은 책의 중요한 요소를 영화 연출자가 변형하면 실망감을 표현한다.) 다

른 한편으로는, 각색 작품이 각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왜

냐하면 제작사가 원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

기 때문이다.

구문해설

2행  The days  [when wr i ters {employed by the 

production studio} were charged with creating all the 

scripts] are over.  ▶ 주어가 복수명사인 The days이므로 복수동

사 are가 쓰였다. [ ]는 선행사인 The day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

고, { }는 writer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6행  In addition, it takes much less work to transform 

an existing work than to create an entirely new one. 

 ▶ 「it takes＋시간[노력]＋to-v」는 ‘…하는 데 시간[노력]이 들다’의 의

미이다. much, even, far, a lot, still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

을 강조한다.

문제해설

기존에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나 희곡 등을 각색하는 최근의 영화 제작 경

향에 관한 글이므로, 각색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언급한 ④는 글의 흐름

과 무관하다.

3 ④
흔히들 펭귄은 남극의 혹독하게 추운 기후에서만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

만, 17종의 펭귄 중에서 오직 4종만이 남극 대륙에서 일 년 내내 살 수 

있다. 아델리, 친스트랩, 젠투, 황제 펭귄은 모두 그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특징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특징들에는 얼음 위

와 몹시 차가운 물속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체온 조절 체계와 

생존 본능이 포함된다. (펭귄은 일반적으로 물속에 있는 동안 먹이를 먹

는데, 크릴새우, 물고기, 오징어를 주식으로 먹고 산다.) 다른 종의 펭귄

들은 생의 일부를 남극 대륙에서 보내지만, 번식기에는 더 따뜻한 지역으

로 이주한다.

구문해설

1행  It is common [to think {that penguins only live in 

the brutally cold climates of the South Pole}].  ▶ It은 가

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 }는 to think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복잡한 작업들을 완수하도

록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킬 수 없다. 

(현대의 컴퓨터는 계산, 분석 그리고 저장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인간

의 지시 없이 10억분의 1초 안에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상 과학 소

설의 무서운 상상과 달리, 인간이 항상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구문해설

1행  It used to be a science-fiction fantasy [that one 

day computers would rule the world].  ▶ It은 가주어이고 [ ]

가 진주어이다. 「used to-v」는 ‘(과거에) …이었다’의 의미이다. 

2행  [Imagining these man-made devices becoming 

more powerful than their creators], some people ....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becoming은 imagining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이고, these man-made device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어휘

rule 지배하다, 다스리다  creator 창조자  complicated 복잡한  

operation  수술; *작업  calculation  계산  analysis  분석  

storage 저장  guidance 안내, 지시

적용독해 read up  pp.46~49

1 ③   2 ④   3 ④   4 ③ 서술형  (1) (A) keep  (B) saying 

(2)  asked them to note how they fe l t    5  ④ 

 ③

1 ③
Inuit족의 조각 예술은 시간과 언어를 모두 초월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

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하나의 걸작 조각품

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층의 의미를 발

견하게 된다. 어쩌면 한 동물의 윤곽이 갑자기 분명해지거나, 신비로운 

세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구체화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

는 Inuit족 예술의 인기는 모조 조각품과 복제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

다.) 북극 환경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품들은 차가운 느

낌을 주는 것으로 묘사될 수 없다. 오히려 이것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열

정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존중이라는, Inuit 문화의 동향과 흥을 

보여 준다.

구문해설

1행  The Inu i t  ar t  o f  carv ing has the abi l i ty  to 

transcend both time and language and (to) speak to 

the observer directly.  ▶ to transcend와 (to) speak는 모두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6행  [Though (being) created in arctic surroundings], 

these works of art can’t be described as cold.  ▶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양보를 나타내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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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및

 해
설 이다.

5행  These include a thermoregulation system and 

survival instincts [that make living both on the ice and 
 V O

in the frigid water possible ]. 
 OC

 ▶ [ ]는 선행사인 a thermoregulation system and survival 

instinc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남극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에서 일 년 내내 살 수 있는 일부 펭

귄 종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글이므로, 펭귄들의 먹이에 대해서 언급

한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4 ③   서술형  (1) (A) keep (B) saying  (2) asked them to 

note how they felt

거짓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 대학교수가 실험을 했다. 그녀

는 150명의 참가자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는데, 그 일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거짓말들을 기록했다. 덧붙여서, 그녀는 그들에게 거짓

말을 하는 동안과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적

으라고 요청했다. 그 연구가 끝날 무렵, 모든 참가자들은 그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많은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

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굳건한 관계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들이 기록한 거짓말들은 낯선 사람들과 잠깐 

나누는 잡담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긴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사교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만일 

기회가 주어진대도 다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나타

내지 않았다.

구문해설

4행  ..., all of the participants admitted [(that) they had 

lied at least once a day].  ▶ [ ]는 admitt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had lied는 주절의 과거시제보

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7행  Moreover, the lies [(which/that) they recorded] 

occurred in all types of social situations, from quick 

chats with strangers to long talks with loved ones.  ▶ 

[ ]는 선행사인 the li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

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from A to B」는 ‘A부터 B에 이르기까지’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 실험한 내

용을 다룬 글이므로, 거짓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③

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A) 사역동사 had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목적

격보어로는 동사원형 keep이 적절하다. 

   (B)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와야 하므로, saying이 적절

하다.

(2) 「ask A to-v」는 ‘A에게 …하도록 요청하다’의 의미이다. note의 

목적어로 의문사절을 써서 asked them to note how they felt로 

쓰는 것이 알맞다.

5 ④    ③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당신이 이 대응법을 명심한다면 지진 

시에 부상을 피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것은 엎드리기, (몸을) 

가리기, 그리고 버티기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바닥에 엎드리기, 튼튼한 

물체 아래에 몸을 숨기기, 그리고 그것에 꽉 붙어 버티기를 의미한다. 가

능하다면, 당신은 또한 건물의 외벽 바로 옆과 같은 위험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위치를 옮겨야 한다. 그곳에서, 당신은 떨어지는 창문들

과 건축 장식물들에 노출되는데, 그것들은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 빨리 무

너진다. (많은 현대식 건물들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기

술들을 사용해서 지어졌다.) 스스로를 이러한 위험 지역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서는, 지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

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문해설

1행  Regardless of [where you are], you have a much 

better chance of avoiding injury during an earthquake 

....  ▶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

사」의 어순을 따른다. much, even, far, a lot, still 등은 비교급 앞

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문제해설

지진 발생 시 부상을 피하는 세 가지 수칙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현대식 

건물의 지진 방재 기술에 대해 언급한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문제해설

(A) stand for의 목적어이며 dropping, taking과 병렬 연결되어야 

하므로, 동명사인 holding이 적절하다. 

(B) 앞에 위치한 to는 전치사이고 문맥상 ‘떨어지는’ 창문들과 건축 장식

물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falling이 

적절하다. 

(C) 문맥상 ‘…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to avoi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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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해설

3행  We are so accustomed today to radio and 

television that we forget [how amazing they are].  ▶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 ]는 forget의 목적어

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어휘

transmit 보내다; *전송하다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telegraph 전신, 전보  converse 이야기를 나누다  wire 전선

적용독해 read up  pp.52~55

1 ①   2 ③   3 ⑤  ⓐ   4 ③ 서술형  (1) that  

(2) 1) 토네이도가 강, 호수 또는 바다 위를 지나가지 못한다. 2) 토

네이도가 강타하기 전에 창문을 모두 열어 두면 집에 가해지는 피해

를 면할 수 있다.   5 ②  

1 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매장 풍습이 더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관을 사용하는 전

통적인 매장법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친화적 매장법은 환경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변 환경에 장기적인 생태학

적 유익함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 매장

법은 자연적 분해가 가능한 성분들로 만들어진 관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 

보호 구역에 묻히는 이 환경친화적인 관은 새로이 심어진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인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매장법은 시체를 아예 매장하지 않고, 

그것을 화장해서 그 유골을 인공 해양 암초 장치 안에 두는 것이다. 동물

들이 그 새로운 암초에 살게 되므로, 그것은 고인(故人)들의 ‘영구적인 살

아 있는 기념비’가 된다.

구문해설

1행  Compared to traditional burials, [which use a 

casket {made of possibly toxic materials}], green 

burial has no negative eco-impact.  ▶ [ ]는 traditional 

burials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a casket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8행  A second green burial option is not to bury the 

body at all, but rather to have it cremated and lay the 

ashes ....  ▶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이다. 사역동

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

분사인 cremated가 쓰였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은 전통적인 매장법과 비교하여 친환경적인 매장법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매장법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언급한 

첫 번째 문장과 그것의 또 다른 장점을 언급한 문장 사이인 ①에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적용예제 pp.50~51

1 ④   2 ②

1 ④
직원들이 고용주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상사가 의

자에 몸을 뒤로 기대어 앉으면, 그들(= 직원들)도 그렇게 한다. 상사가 말

할 때 손가락질을 하면, 그들(= 직원들) 역시 그렇게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모방하는 이런 경향은 이미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바람에서 부모를 따라 한다. 그러나 성인

이 되면 그러한 모방은 대개 의도적이지 않다.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동경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흥미롭게도, 이 의

도되지 않은 행동은 직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고용주들은 종

종 자신들의 습관과 동작이 모방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

다. 

구문해설

2행  It’s not uncommon for employees [to mimic the 

behavior of their employer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

주어이며, for employees는 to mimic의 의미상 주어이다. not 

uncommon은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3행  If the boss leans back in his chair, so do they.  ▶ 

「so＋동사＋주어」는 ‘…도 역시 그러하다’의 의미이다.

5행  ..., this tendency to copy already appears in 

childhood, [when children imitate their parents in the 

hopes of pleasing them].  ▶ to copy는 this tendency를 수

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인 childhood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in the hopes of ...」

는 ‘…을 바라고’, ‘…라는 희망을 갖고’의 의미이다. 

어휘

mimicry  흉내, 모방 (v.  mimic  흉내 내다)  unintentional 

고의가 아닌, 무심코 한  lean  기대다  psychologist  심리학자  

tendency 경향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beneficial 유익한, 

유리한

2 ②
오늘날 우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얼마

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린다. 수백 마일이나 되는 공간을 가로질러 음

성이나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과학의 마술에 대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

는다. 그렇지만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그 어

느 것도, 심지어 찰칵하는 작은 소리조차도 전송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

보로 메시지들을 보냈고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한 메시지와 음성

은 전선을 통해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연결하는 어떠한 전선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PART 2 03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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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with cold water], the engine’s temperature would 

remain constant and (would) require much less fuel. 

 ▶ 「if＋주어＋were to＋동사원형」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적은 미래

의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이다. 이때,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

형＋동사원형」을 쓴다.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even, 

much, far, still,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은 와트에게 해결책이 떠올랐다는 내용이므로, 해결책을 고

안해 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장과 구체적인 해결책의 내용을 언급한 문

장 사이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제해설

ⓐ 문장의 주어인 Watt는 증기 기관을 수리하도록 요청을 ‘받은’ 대상이

므로, asked to repair는 수동태인 was asked to repair가 되어야 

한다.

4 ③   서술형  (1) that  (2) 1) 토네이도가 강, 호수 또는 바다 위를 지

나가지 못한다. 2) 토네이도가 강타하기 전에 창문을 모두 열어 두면 집

에 가해지는 피해를 면할 수 있다.  

토네이도는 자연의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이다. 이 소용돌이치는 바람

의 불가사의한 힘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이 많다. 한 가지 예

는 토네이도가 강, 호수 또는 바다 위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그

렇지만, 물기둥은 수면 위에서 형성되는 토네이도로, 종종 육지 쪽으로 

이동하여 해안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 토네이도는 또한 허리케인 (상태

일) 때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폭풍우의 나머지와 함께 육지로 이동한다. 

또 다른 근거 없는 통념은 토네이도가 강타하기 전에 창문을 모두 열어 

두면, 당신의 집에 가해지는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내

의 기압을 실외의 기압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하

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기보다는 심각한 손해로 이어질 가능

성이 더 높다.

구문해설

5행  One example is the belief [that tornadoes cannot 

pass over rivers, lakes or oceans].  ▶ the belief와 [ ]는 동

격이다.

7행  Tornadoes can also form during hurricanes, 

[moving onto land with the rest of the storm].  ▶ [ ]는 연

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수면 위에서 형

성된 토네이도가 육지로 이동해 해안 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며, 이

는 토네이도가 수면 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오해에 대한 반론이므로, 주

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한다.

(2) 6행의 ‘tornadoes cannot pass over rivers, lakes or 

oceans’와 8행의 ‘by opening all the windows before a 

tornado strikes, you can avoid damage to your home’에서 

토네이도와 관련된 오해들을 알 수 있다.

2 ③
1980년대의 인기 있는 어린이 만화였던 ‘스머프’는 스머프 마을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보여 주었는데, 그곳에는 스머프라고 불리는 귀여운 파란

색의 등장인물들이 살았다. 이들은 똘똘이 스머프, 편리 스머프, 익살이 

스머프와 다수의 다른 스머프들을 포함했다. 똑똑함이든, 유머 감각이든, 

혹은 운동 능력이든 간에, 각각의 스머프는 하나씩의 특징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특성에 있어서는, 당신은 파파 스머프 

이외에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 그의 이름에서 대번에 알 수 있듯이, 

그는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고 전체 스머프 공동체의 지도자였다. 각각의 

새로운 위기가 스머프들에게 닥칠 때마다, 그는 현명한 접근 방식을 제시

해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만화는 오

락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파파 스머프라는 인물은 어린 시청자들

에게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구문해설

3행  “The Smurfs,” [a popular children’s cartoon of the 
 S 

1980s], featured a place called Smurf Village, [populated 
 V

by cute blue characters {called smurfs}].  ▶ The Smurfs

와 첫 번째 [ ]는 동격이다. 두 번째 [ ]는 Smurf Village를 부연 설명

하는 과거분사구이고, { }는 cute blue characters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구이다.

8행  With each new crisis facing the smurfs, ....  ▶ 「with

＋목적어＋v-ing」는 ‘…가 ~한 채로[~하면서]’의 의미로, 목적어 each 

new crisis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가 쓰였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은 책임감 있는 인물인 파파 스머프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파

파 스머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시작되는 문장 앞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⑤    ⓐ

스코틀랜드의 기술자였던 제임스 와트는 1764년에 Glasgow 대학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해에 그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와트는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초기 모델의 증기 기관을 수리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는 그 문

제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상의 상태에서조

차, 그 증기 기관은 좋은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의 디자인은 비효율적이

었고, 그 결과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료를 필요로 했다. 와트는 그 

증기 기관을 개선시키는 것의 책임을 맡았는데, 몇 주 동안 그는 해결책

을 고안해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한가로운 일요일에 공원을 산책하

던 중 그에게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는 만약 증기 기관의 증기실을 두 개

로 분리하여 두 번째 증기실을 차가운 물로 채운다면, 증기 기관의 온도

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훨씬 더 적은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할 것임을 깨달

았다.

구문해설

3행  James Watt, a Scottish engineer, was employed 

....  ▶ James Watt와 a Scottish engineer는 동격이다.

10행  He realized that if he were to separate the 

engine’s steam chamber in two, [filling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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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제 pp.56~57

1 ④   2 ⑤

1 ④
우리는 쓰레기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청소부가 

쓰레기를 가져가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 (B) 한때는 커다란 구덩이가 파

여 모든 쓰레기가 그 안에 버려지곤 했다. 그다음에, 그 자리는 흙으로 덮

이고 쓰레기는 남겨져 썩곤 했다. (C)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쓰레기 처리 

방식은 음식물이나 천연 섬유, 종이와 같이 썩는 쓰레기 품목에만 적합하

다. (A) 하지만 요즘 쓰레기의 상당수는 썩지 않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체 처리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구문해설

6행  At one time, a huge pit would be dug and all the 

rubbish (would be) dropped in.  ▶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된 행동을 나타낸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dropped 

앞에 would be가 생략되었다.

7행  Then the site would be covered with earth and 

the rubbish (would be) left to rot.  ▶ 반복을 피하기 위해 left 

앞에 would be가 생략되었다. to rot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어휘

rubbish 쓰레기  rot 썩다, 부패하다  alternative 대안적인, 대체의  

disposal 처분, 처리  pit 구덩이  suitable 적합한  fabric 직물, 천

2 ⑤
1년이 넘도록, 나는 주당 3달러인 내 용돈을 모두 저축해 오고 있다. (C) 

뿐만 아니라, 나는 숙모의 차를 세차하고 이웃집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

과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몇 주만 지나면, 나는 내가 

5 ②
루이 암스트롱이 1971년에 사망했을 때, 다수의 대중은 재즈 음악에 대

한 그의 과거의 기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당시의 일반인들에게 그

는 그저 TV에 가끔 출연하는 유명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즈 팬들에게 

루이 암스트롱의 타계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그의 놀라운 생애를 

돌이켜 볼 기회였다. 그들은 그를 재즈 솔로의 창안을 주도했던 굉장한 

재능을 가진 트럼펫 연주자로 여겼다. ‘I’m Not Rough’와 ‘Potato 

Head Blues’와 같은 그의 곡들은 재즈 그 자체의 발전을 상세하게 표

현했다. 한 음악 역사가가 썼듯이, 암스트롱은 다른 모든 음악인들이 따

라 하고 싶어했던 유일한 음악인이었다. 그의 업적을 기려, 전 세계의 재

즈 방송국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구문해설

4행  ..., he was simply a celebrity [that occasionally 

PART 2 04 이어질 글의 순서 배열하기

appeared on TV].  ▶ [ ]는 선행사인 a celebrity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As one music historian wrote, Armstrong was 

the one musician [that all other musicians desired 

to imitate].  ▶ As는 ‘…하듯이’의 의미의 접속사이다. [ ]는 선행

사인 the one musicia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imitate는 desir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포함된 주어진 문장은 재즈 팬들에게 루

이 암스트롱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와 상반되는 일

반인들의 반응을 언급한 문장 다음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원하는 그 아주 멋진 24단 자전거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

이다. (B) 하지만 나의 몇몇 친구들은 내가 자전거를 사려고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자 제품을 사는 데 돈

을 쓰거나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온갖 종류의 새 

옷을 구입한다. (A) 나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전

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 제품이나 멋진 셔츠 없이 지내는 것

은 신경 쓰지 않는다.

구문해설

3행  But the bike is so much more important to me 

that I don’t mind doing without electronic gadgets 

and extra shirts.  ▶ 「so ... that ~」은 ‘매우 …해서 ~하다’의 의

미이다. much, even, far, still,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

을 강조한다. 「do without ...」은 ‘… 없이 지내다’의 의미이다. 

어휘

allowance 용돈  electronic 전자의  gadget 기계, 기구  extra 

여분의; *멋진  impression 인상, 느낌  weed 잡초를 뽑다  terrific 

훌륭한, 아주 멋진

적용독해 read up  pp.58~61

1 ②   2 ②   3 ④  ⑤   4 ④ 서술형  (1)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2) if everyone were 

allowed to drive as fast as they wanted   5 ⑤   

1 ②
라플레시아 꽃이나 아룸 마쿨라툼과 같은 일부 종의 꽃들은 썩은 고기나 

생선의 냄새와 비슷한 악취를 풍긴다. (A) 그 식물들의 악취의 원인은 번

식과 관계가 있다. 식물인 그것들은 짝을 찾아 번식을 하기 위해 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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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럽다.

3 ④    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자신의 지성보다는 감정으로 소리에 반

응한다. (B)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나는 네가 버릇없이 구는 걸 못 참

겠으니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아이에게 직접

적으로 소리 지른다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C) 분명히, 그 아이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 아마 울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똑같은 고함치는 목소리를 사용해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A) 이 말에 대해서

도, 그 아이는 (앞의 경우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

것은 그 아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의 음성의 다

듬어지지 않은 소리가 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구문해설

6행  For example, consider [how a child would react 

if you yelled these words directly at him or her]: .... 

 ▶ [ ]는 consider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

의 어순을 따른다.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이다.

문제해설

아이들은 소리에 대해 감정으로 반응한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는 (B)가 가장 먼저 이어지고, 예시에 나타난 아이의 반응

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진 후,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하는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문제해설

⑤ begins to cry는 앞에 나온 동사 would respond와 병렬 연결된 

부분이므로, (would) begin to cry가 되어야 한다.

4 ④   서술형  (1)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  (2) if 

everyone were allowed to drive as fast as they wanted

오늘날에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

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B) 

이러한 법들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우

리의 총체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

이 속도위반으로 당신의 차를 길가에 대게 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C) 하지만 그는 사실 횡포의 상

징이라기보다는 자유의 상징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빠

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 (A) 

도로들은 극도로 위험해지고, 당신은 너무 두려워서 집을 나설 수조차 없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규칙들은 우리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구문해설

1행  With societies so focused on individual freedoms 

these days, it is important [to remind ourselves about 

the true reason {(why) we have social laws}].  ▶ 「with＋

목적어＋p.p.」는 ‘…가 ~한 채로’의 의미로, 목적어와 분사가 수동 관계

니지 못한다. (C) 대신에, 그 꽃들이 발산하는 악취가 파리들을 유인하는

데, 이것(= 파리)들은 꽃 위에 앉았다가 무성한 털들에 걸리게 된다. 잠시 

후, 털들이 떨어져 나가고 파리들은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B) 파리들은 

떠나면서 약간의 꽃가루를 가져간다. 나중에 그것들은 다른 성을 가진 꽃

에 앉아 꽃가루를 떨어뜨려서, 번식 과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구문해설

3행  As plants, they can’t move around in order to 

find a mate and (to) reproduce.  ▶ in order to find와 (to) 

reproduce는 모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8행  Instead, the odor [(which/that) the flowers give 

off] attracts flies, [which land on the flowers and 

become trapped by thick hair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odor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

략되었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fli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악취를 풍기는 꽃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주어진 글에 이어, 이러

한 꽃들이 악취를 풍기는 이유가 번식과 관계있음을 설명하는 (A)가 오

고, 이어서 파리를 유인하여 붙잡았다가 놓아주는 내용의 (C)가 이어진 

후, 파리가 떠나면서 묻혀 가는 꽃가루가 꽃의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 ②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보라고 요청하면, 당신은 보

통 “저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동차 영업 사원입니다,” 또는 

“저는 서울에 삽니다”와 같은 말로 대답한다. (B) 다시 말해서, 당신의 

대답은 당신 자신에 관해서보다는 당신의 직업, 당신의 사회적 지위 또는 

당신의 배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 준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

정한 자아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 당

신의 친구들, 그리고 당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바로 ‘당신’이다. 

(C) 당신은 그 진정한 자아를 당신의 독창적인 기량, 지식, 재능뿐 아니

라 당신의 고유한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문해설

3행  To do so, you must get in touch with [what is 

referred to as your authentic self].  ▶ To do는 목적을 나타

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as는 ‘…

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7행  That’s because [to truly understand yourself] is 

not easy.  ▶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문제해설

자기 소개를 요청받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대답들을 예로 든 주어진 글

에 이어, 사람들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을 정확히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B)가 오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

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해 설명한 (A)가 이어진 후,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C)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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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as there been   4 write them down

  5 severe enough   

1 ④   2 ①   3 ③   4 ④   5 ②

point1

1  공항에서, 나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 비행

기는 ‘이륙하는’ 주체이므로, 현재분사 taking off가 와야 한다.

2  아무도 아랍어로 쓰여 있는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 편지는 

‘쓰여진’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written이 와야 한다.

3  길을 따라 걷다가, 나는 우연히 옛 친구 한 명을 만났다.  ▶ 분사구문의 

주어인 나(I)는 ‘걸어가는’ 주체이므로, 현재분사 Walking이 와야 

한다.

4  노인들이 막대한 의료비로 고생하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  ▶ 노인

들은 ‘내버려 둬지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left가 와야 한다.

point2

1  그는 매우 영리해서 그러한 것을 공공연히 말하지 않는다.  ▶ such가 

포함된 표현이므로, 「such＋관사＋형용사＋명사」의 어순에 따라 

such a thing으로 고쳐야 한다.

2  당신이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간

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에 따라 you have 

been으로 고쳐야 한다.

3  현대 미술 역사상 앤디 워홀과 같은 시각 예술가는 결코 없었다.  ▶ 

부정어 Never가 문두에 나오므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 has 

there been으로 고쳐야 한다.

4  아마도 네 목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들을 일기에 

적는 것일 것이다.  ▶ 이어동사 구문의 목적어가 대명사이므로, 「타동

사＋대명사＋부사」의 어순에 따라 write them down으로 고쳐야 

한다.

5  그 화산 폭발은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들을 초래할 만큼 격렬했

다.  ▶ enough는 형용사의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severe 

enough로 고쳐야 한다.

1 ④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 때, 광부들 사이의 살인률은 엄청나게 높

았는데, 최소한 한 명의 광부가 매일 살해되었다. 광부는 금을 발견하자

마자 그것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전한 어딘가에 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탐욕스러운 강도들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에 직

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광부들은 자신들의 금이 멀리 떨어

진 도시의 은행으로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할 방법이 필요했다. Wells 

Fargo사(社)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들의 역

마차는 광부들의 보물을 산에서 가지고 나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

들로 운반했는데, 그곳에서는 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다.

구문해설

5행  To do this, miners needed a way [to have their 

gold delivered safely ...].  ▶ To do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며, this는 앞 문장의 to put it somewhere safe 

as quickly as possible을 가리킨다. [ ]는 a way를 수식하는 형용

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 }는 the 

true reas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로, 관계부사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우리 사회가 법을 가지는 진정한 이유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어

진 글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경찰관이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경

우를 예로 든 (B)가 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허용되는 상황을 가정

하는 (C)가 이어진 후, 이 가정의 결과를 언급하며 법의 필요성을 서술하

는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서술형 문제해설

(1) they do so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se laws limit our 

personal freedom to some degree’를 가리킨다. 

(2) 가정법 과거구문이며 ‘…만큼 ~하게’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if＋주어＋동사의 과거형＋as＋원급＋as＋주어＋동사」의 어순을 따

라야 한다.  

5 ⑤
식민지 시대 동안, 지도 제작자들은 아프리카의 지형에 관해 놀랄 만한 

무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지도 제작상의 다소 믿기 힘든 몇몇 오류들을 

초래했다. (C) 예를 들어, 1700년대 후반에 한 유럽인 탐험가가 서아프

리카의 기니에 있는 몇몇 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이야기를 사실

로 받아들여, 한 지도 제작자가 커다란 산맥이 있는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렸고, 그 산맥을 ‘Kong 산맥’이라고 불렀다. (B) 이 지도는 계속해서 

복제되었고, 그 산맥은 (지도상에) 그대로 남았다. 이 산맥이 존재한다는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정치가와 사업가들에 의해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A) 다른 탐험가가 마침내 기니에는 그런 산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을 때까지 그 오해는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그제서

야 지도들이 수정되었고, 그 확실치 않았던 산맥은 지워졌다.

구문해설

5행  Only then were maps corrected, ....  ▶ 부정의 의미를 
 부사구 V S

가진 Only가 이끄는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11행  [Accepting this report as fact], a mapmaker drew 

a map of Africa ....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 지형에 대한 지도 제작자들의 무지로 인해 지도

상의 오류들이 초래되었다는 주어진 글에 이어, 이에 대한 예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에 근거하여 ‘Kong 산맥’이 지도에 그려진 것을 언급하

는 (C)가 오고, 이 산맥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

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후, 이후에 그런 산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되어 지도상에서 지워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

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Grammar special pp.62~65

point1 1 taking off   2 written   3 Walking   4 left

point2  1 such a thing 2 you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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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크로 발전하였다. 수천 명의 농부들과 상품 생산자들이 그 운동에 참여해 

왔는데, 이것은 그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공정 거래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의 고용주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구문해설

4행  It eventually evolved into the current fair trade 

mark, a symbol [that is easily recognized across the 

globe].  ▶ the current fair trade mark와 a symbol은 동격이다. 

[ ]는 선행사인 a symbol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문맥상 상점들은 수공예품을 ‘파는’ 주체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분사 selling이 적절하다.

(B) 농부들과 상품 생산자들이 공정 거래 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되

어야 하는데 involve가 ‘참여시키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므로, 과거분

사인 involved가 적절하다.

(C) 문맥상 그들이 고용주들과 평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인 empowered가 적절하다.

4 ④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

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질문해 보라. 이것

을 생각해 본 후에, 당신은 인생을 그저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

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틀림없이 동의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정, 위안, 사랑, 

안도감, 여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목적이 있는 일, 창의적인 일, 그

리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의욕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 한 종(種)의 생물체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는 문화의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며, 단지 인생의 필수품들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항상 애쓰고 있다. 아마 다른 형태의 생물들과는 달리, 우리에

게 있어 행복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진보 속에 있을 것이다.

구문해설

1행  Ask yourself [what humankind is], [what we need], 

and [how we can express ourselves best].  ▶ 세 개의 [ ]

는 모두 Ask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5행  ..., and people to share our experiences with, 

there is little to motivate us.  ▶ to share와 to motivate는 

각각 people과 litt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④ 주절의 주어인 we와 분사구문의 동사인 apply 사이에 능동 관계가 

성립하므로, applied를 현재분사인 applying으로 고쳐야 한다.

5 ②
허리케인은 수온이 화씨 81도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하는 지역의 바다 

위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허리케인에게 그것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주기

에 충분한 온기와 습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허리케인이 더 차가운 

해역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약화되기 시작하여,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완

전히 소멸되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하지만, 허리케인은 때때로 토네이도

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8행  ... and into cities such as San Francisco, [where 

the gold could be stored securely].  ▶ [ ]는 선행사인 cities 

such as San Francisco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절이다.

문제해설

(A) 문맥상 금을 발견한 광부가 ‘살해당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지닌 being murdered가 적절하다.

(B)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목적격

보어로는 과거분사인 delivered가 적절하다.

(C) 문장에 목적어인 miners’ treasure가 있으므로 수동태 문장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동사로는 능동태인 carried가 적절하다.

2 ①
Warwick 대학의 연구원들이 선보인 포뮬러 3 경주용 자동차는 일반적

인 자동차와 다르다. 그것은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들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콜릿으로 움직이기까지 한다! 그 차의 차체는 당근, 감자, 콩과 

같은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된 성분들로 만들어졌으며, 그 차량은 먹다 버

린 초콜릿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진 연료에 의해 동력을 공급받는 특

수 바이오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연구원들은 탄소 섬유, 플라스틱, 석유

가 전통적인 경주용 자동차들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

했다. 하지만 그런 점에 속아 그것이 경주를 위해서 고안된 자동차가 아

니라고 믿지 마라. 그 차의 환경친화적인 설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약 

시속 145마일의 속도에 이를 수 있다. Warwick 팀은 어떤 것이 단지 

환경친화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따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구문해설

4행  ..., and it uses a special biodiesel engine [that is 

powered by fuel {made from waste chocolate and 

vegetable oil}].  ▶ [ ]는 선행사인 a special biodiesel engine

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fuel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이다.

10행  The Warwick team is dedicated to proving that 

just because something is green doesn’t necessarily 

mean it is boring.  ▶ 「be dedicated to ...」는 ‘…에 전념하다’

의 의미이고, 이때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 proving이 쓰였다. 

「just because＋부정어」는 ‘…라고 해서 ~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① 부정어구인 Not only가 문두에 나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야 한다. 따라서, it is built를 is it built로 고쳐야 한다.

3 ③
공정 거래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노동 기준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

한다. 그것은 1960년대 유럽에서 빈민층에 의해 생산된 수공예품을 판

매하는 상점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최초의 공정 거래 표시는 1988년 네

덜란드에서 도입되었으며, 이는 커피 재배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기호인 현재의 공정 거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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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을 유발하는데, 토네이도는 육지를 가로질러 쉽게 이동할 수 있으

며, 파괴의 흔적을 뒤에 남긴다. 이러한 토네이도는 많은 사망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일기 예보 기술의 발전이 토

네이도 형성을 예측하고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지역에 있

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구문해설

1행  Hurricanes form over the ocean, in areas [where 

the water temperature rises to 81°F or higher].  ▶ [ ]는 

선행사인 area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8행  Fortunately, advances in weather forecasting
 S

technology now make it possible [to predict tornado 
 V

formation and (to) warn people in the regions {that 

may be affected}].  ▶ it은 가목적어이고 [ ]가 진목적어이다. to 

predict와 (to) warn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 }는 선행사인 the 

reg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문맥상 허리케인이 약해지고 소멸되는 ‘이유’를 의미하므로, 관계부

사 why가 적절하다.

(B )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tornadoes와 분사구문의 동사인 leave 사이에 능동 관계가 성립하므

하는 형용사구이고,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rich and successful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The minute I open the front door ..., they come 

running excitedly, [(being) ready for a new adventure]. 

 ▶ 「The minute ...」은 ‘…하자마자’의 의미로, 접속사를 대용한다. [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① 우리가 더 짧은 산책을 하도록 자극한다

② 내가 무척 신나도록 자극한다

③ 개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

④ 개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⑤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게 만든다

어휘

circumstance ((pl.)) 환경, 상황  adventure 모험  muddy 

진흙투성이인  puddle 물웅덩이  [문제] stir 휘젓다; *자극하다

2 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 역사, 영문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전공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문학 학위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에서 실용적이고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얻지 못할지는 모르

PART 3 01 빈칸 추론하기

로, 현재분사인 leaving이 적절하다.

(C)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인 the regions는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be affected가 적절하다.

Word test  p.66

1 후원하다   2 줄이다, (권리를) 축소하다   3 윤리, 윤리학   4 튼

튼한   5 아는 사람, 지인   6 부담시키다, (의무·책임 등을) 지우다   

7 인류, 인간성   8 불가피한, 필연적인   9 …을 놓치다   10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   11 조약   12 섭취   13 경멸하다, 혐오하

다   14 …와 관련되다   15 수직으로 떨어지다, 폭락하다   16 착

취하다   17 유발하다, 일으키다   18 갈라지는, (의견 등이) 다른   

19  개작, 각색 (작품)   20  숫자, 형태, 인물   21  초월하다   

22 양도하다, 포기하다   23 배치하다, (낙하산을) 펼치다   24 외

부의, 밖의   25 내려가다, 하강하다   26 (재산·권리 등을) 취득

하다   27 암살   28 …의 베일을 벗기다, 발표하다   29 궁극적

으로   30 무의식적으로   31 permanent   32 deceased   

33 get through   34 massive   35 legacy   36 disposal   

37 terrific   38 give off   39 extraordinary   40 tyranny

적용예제 pp.68~69

1 ④   2 ⑤

1 ④
우리는 종종 훌륭한 직업과 커다란 집을 가지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부

유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에 대해 듣는다. 그러나, 당신은 누군가가 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개들은 우리만큼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예를 들

어, 내가 춥고 비 오는 날에 산책을 시키러 내 개들을 데리고 나가면, 그

들은 맑은 날에 그런 것만큼 들떠 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그들의 이름

을 부르자마자, 그들은 새로운 모험에 준비되어 신나게 달려온다. 나는 

비옷을 입고, 우리는 모두 함께 밖으로 뛰어간다. 비가 마구 쏟아지고 그

들의 발 밑 땅이 진흙투성이라는 사실은 개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조심스럽게 큰 물웅덩이들을 피해 갈 때, 내 개들은 그것들 사이로 

즐겁게 뛰어다닌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조금도 짜증 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구문해설

1행  We often hear of rich and successful people 

[with great jobs and large homes] [who simply aren’t 

happy].  ▶ 첫 번째 [ ]는 rich and successful people을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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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on the house’라는 말의 유래에 관한 글로, 술집의 주인들이 여관 투

숙객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곤 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④ 

‘가게로부터의 선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호텔에 있는 방

② 알코올이 든 음료

③ 종업원이 저지른 실수

⑤ 특별히 준비된 식사

2 ②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가? 답은 그렇다인데, 왜

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가정에서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가 아이의 삶에서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 때문에, 학교는 영양, 운

동 그리고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의 체중 문제에 대한 최초의 경고 신

호를 세심하게 다룸으로써, 학교는 학생들이 이후의 삶에서 섭식 장애나 

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이것은 부모들이 할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제는 종종 

학교의 손에 맡겨진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이다.

구문해설

1행  ..., since not all students are recipients of good 

guidance at home.  ▶ 「not all ...」은 ‘모두 …한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부분부정을 나타낸다.

5행  ..., schools can help students tackle problems 

[that might develop into eating disorders ...].  ▶ help

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한다. [ ]는 선행사인 

problem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It’s time we acknowledged that.  ▶ 「It’s time＋주어＋

동사의 과거형」은 ‘…할 때이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빈칸에 들어갈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학생들이 가정에서 건강과 관

련하여 좋은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 문제

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②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

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체중 문제가 전반적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③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인가

④ 학부모들이 학교의 건강 프로그램에 관여해야 하는가

⑤ 학교가 학생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가

3 ④    ④

사람들은 종종 웃음이 건강을 좋아지게 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제, 웃음

이 당신을 더 협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한 실험

에서 실험 대상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코미디나 드라

마, 두 영화 중 하나를 보게 했다. 영화가 끝난 후, 모든 실험 대상자들은 

돈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단체 기금에 투자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학에 기반한 게임을 했다. 드라마를 본 실험 대상자들에 비

지만, 폭넓은 교육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결코 다시는 얻을 수 없

을 것이다. 많은 고용주들은 직업상의 교육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그들

은 그러한 교육은 직원의 시야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고용주들은 여러 관점에서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인문학 교육 과정은 그러한 융통성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구문해설

9행  A liberal arts curriculum teaches such flexibility, 

[which is vital to the health of our society].  ▶ [ ]는 선행

사인 such flexibilit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어휘

liberal arts 교양 과목; *인문학  degree 학위  practical 실용적인  

look for …을 찾다; *기대하다  professional *직업(상)의   angle 

각도; *관점  curriculum 교육 과정  vital 생명의; *극히 중대한  

[문제]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

적용독해 read up  pp.70~73

1 ④   2 ②   3 ④  ④   4 ① 서술형  (1) Though

[Although] it provided  (2) 지퍼가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

진 것   5 ②

1 ④
술집이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음료나 적은 양의 음식 한 접

시를 무료로 받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on the house’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투적인 문구

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과거에, 영국의 대부분의 술집들은 여관의 1

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역 사람들은 이런 술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하지

만 이 술집들은 또한 위층에 투숙하는 여행객들이 음식과 음료를 얻는 장

소로서의 역할도 했다. 여관과 술집으로 이루어진 가게 전체가 그래서 

‘house’로 불렸다. 흔히, 이러한 술집의 주인들은 여관 위층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가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음료를 제공하곤 했다. 이 

때문에, 이 문구는 가게로부터의 선물을 의미하게 되었다.   

구문해설

1행  [When spending time at a pub or a restaurant], 

you might be brought ....  ▶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

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5행  But they also served as a place for the travelers 

[staying on the upper floors] to get food and a 

drink.  ▶ [ ]는 the traveler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for the 

travelers는 to get의 의미상 주어이고, to get은 a place를 수식하

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8행  Often, the owners of these pubs would offer a 

drink on the house to customers [who were staying 

upstairs at the inn].  ▶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 ]는 선행사인 customer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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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코미디를 본 실험 대상자들은 집단 투자를 택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융 시장의 마케팅 담당자들과 영업 사원들이 고객

을 끌어모으는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문해설

1행  Now, there’s new evidence [that it can also 

encourage ...].  ▶ new evidence와 [ ]는 동격이다. 

3행  ... and had them watch one of two movies: .... 

 ▶ 사역동사 had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문제해설

실험 결과 코미디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개인 투자보다 집단 투자를 선호했

으므로, 빈칸에는 ④ ‘협력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문제해설

④ 주어가 복수명사인 The subjects이므로 복수동사인 were가 되어

야 한다.  

4 ①   서술형  (1) Though[Although] it provided  (2) 지퍼가 점

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 것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옷에 달린 지퍼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기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다. 1893년에 주어진 

지퍼에 대한 최초의 특허는 시카고의 한 기술자에게 돌아갔다. 그가 고안

한 장치(= 지퍼)는 그다지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탁잖아 한 것은 그 장치의 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1913년에 개선된 형

태의 지퍼가 소개되었을 때도, 대중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

했다. 사실, 문제는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다. 옷을 입

고 벗는 데 있어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는 옷을 

아주 빠르게 입고 벗고자 하는 욕구를 문제 삼는 사람들에 의해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지퍼의 사용은 좀처럼 전파되지 않

았다.

구문해설

1행  Most of us take zippers on our clothing for 

granted today, but when ....  ▶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여기다’

7행  [Providing added convenience in putting on and 

taking off clothing], the zipper was seen as indecent 

by people [who questioned the desire to get in and 

out of clothes so fast].  ▶ 첫 번째 [ ]는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to get은 the desir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

다.

문제해설

빈칸 이후에 지퍼가 점잖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전파가 잘 되

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① ‘도덕적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Providing이 이끄는 분사구문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접속사 

Though[Although]를 사용하여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주절

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도 이에 일치시켜 과거로 쓴

다.

(2) this reason은 바로 앞의 문장에서 언급된 ‘the zipper was 

seen as indecent’를 가리킨다. 

5 ②
‘주유소’라는 용어는 사람들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과거에, 그것은 때때로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불렸다. 이는 

그것이 수리, 오일 교환, 그리고 무료 도로 지도 제공과 같은 서비스도 제

공했던 사실에 기인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유소는 이러한 대체 명칭으

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여전히 휘발유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전

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들은 직접 주유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추

가 비용을 받고 주유해 주는 주유소에서조차, 그들은 오일을 점검해 주거

나 앞 유리를 닦아 주는 것과 같이 한때 무료로 제공되던 다른 서비스들

을 잊어버린 것 같다. 정비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유소에서 그들을 더

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들 대신에, 그저 당신의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지루해하는 십대들이 있을 뿐이다.

구문해설

2행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they also offered 

services such as making repairs, changing oil and 

providing free road maps].  ▶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making, changing, providing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

7행  Even at stations [where workers will pump gas for 

an additional fee], they seem to have forgotten about 

other services [once offered as a courtesy, ...].  ▶ 첫 번

째 [ ]는 선행사인 stati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두 번째 [ ]는 

other servic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10행  ..., there are simply bored teenagers [waiting to 

collect your money].  ▶ [ ]는 bored teenagers를 수식하는 현

재분사구이다. 

문제해설

과거에는 주유소가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의 주유소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이러한 

대체 명칭으로 불릴 수 없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이러한 서비스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③ 많은 유용한 현대적 특징들을 가진다 

④ 예전만큼 많은 고객을 끌지 못한다

⑤ 서비스 중 일부에 많은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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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n. frequency 빈도)  retention 보유, 보존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devastating 파괴적인  

panel 위원단

적용독해 read up  pp.76~79

1 ③   2 ③  ⑤   3 ③ 서술형  (1) giveaway  

(2) Not only does it have the potential to draw new 

shoppers   4 ③

1 ③
한 실험에서, 두 그룹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방에 배치되었다. 각 방의 스

피커에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음량으로 소음이 나왔다. 한 방에는 

그 소음을 끄기 위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었다. 학생들은 그것을 찾아

냈고 고요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방에는 이러한 종류의 버튼

이 없었다. 학생들은 소음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다. 

실험의 다음 단계에서, 똑같은 두 그룹이 두 개의 새로운 방에 배치되었

다. 이전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는 각각의 방에 소음을 끄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감춰진 스위치가 있었다. 

이전에 버튼을 찾아냈던 첫 번째 그룹은 그것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러

나, 두 번째 그룹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소음을 참

았다.

→ 한 실험은 과거의 실패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 노력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문해설

2행  In one room, there was a button [that could be 

pressed to turn the noise off].  ▶ [ ]는 선행사인 a butt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turn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9행  The first group, [which had found the button 

before], succeeded in finding it.  ▶ [ ]는 선행사인 The first 

group을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had found는 주절

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

이다.

문제해설

특정 상황에서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

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 ③    ⑤

휴대용 전자 기기들이 더 보편화될수록, 바이러스와 해로운 소프트웨어

로부터 그것들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새로운 연구는 악성 

프로그램이 우리가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할 때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

이 아님을 보여 준다. 사실, 이러한 전자 기기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

적용예제 pp.74~75

1 ③   2 ④

1 ③
말라리아는 한때 보르네오 섬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을 

감염시켰다. 1955년에, 세계 보건 기구(WHO)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 특정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매우 성

공적이어서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그 섬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예상

치 못한 다른 일들이 벌어졌다. 그 살충제가 파리와 바퀴벌레를 포함하여 

집에서 서식하는 다른 곤충들도 죽인 것이다. 섬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지

만, 그 이후 역시 집에서 살던 작은 도마뱀들이 죽은 곤충들을 먹고 나서 

죽었다. 그러더니 고양이들이 죽은 도마뱀들을 먹은 후 죽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이 없어지자, 쥐들이 창궐하여 마을에 들끓었다. 이제 사람들은 

쥐벼룩에 의해 전염되는 끔찍한 전염병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 먹이 사슬의 파괴는 인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구문해설

3행  The program was so successful that the dreaded 

disease was almost eliminated ....  ▶ 「so ... that ~」은 ‘매

우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i n fec t  감염시키다  pest ic ide  살충제  dreaded  무서운  

eliminate 없애다  cockroach 바퀴벌레  applaud 박수를 치다  

lizard 도마뱀  feed on (동물이) …을 먹다  flourish 잘 자라다, 

번성하다  o v e r r u n  들끓다  p l a g u e  전염병  f l e a  벼룩  

destruction 파괴

2 ④
홍수와 가뭄은 지구상에서 늘 삶의 일부였으며, 기록된 역사상 몇몇 최악

의 자연재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제, 열악한 토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홍수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삼림 파괴는 삼림지 토양의 

수분 보유량을 감소시켜 더 많은 가뭄을 초래한다. 이 모든 것들 외에도, 

지구 온난화가 내리는 강수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잠

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위원

단에 따르면, 2050년 경에는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와 가뭄의 발

생 빈도가 50%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 인간의 부적절한 자연의 이용이 홍수와 가뭄에 의한 피해를 더 자주 

일어나게 만들 것 같다.

구문해설

5행  ... has reduced water retention in forest soils, 

[resulting in more drought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다.

어휘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practice 관행  frequent 빈번한 

PART 3 02 요약문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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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강력한 세균성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구 결과는 병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 전

화의 95%가 다양한 종류의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그 연구는 또한 병원 직원들 중 약 10%만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세척하며, 따라서 휴대 전화가 병원균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발견했다. 다음에 당신이 휴대 전화를 얼굴 가까이에 대고 있을 때는 

이 점을 명심해라.

→ 당신은 휴대 전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될지도 모른다.

구문해설

1행  The more common portable electronic devices 

become, the more difficult it is [to protect them ...]. 

 ▶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2행  And yet, new research shows [that malicious 

programs are not the only things {(that) we need 

to worry about} {when using portable electronic 

devices}].  ▶ [ ]는 show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첫 번째 { }

는 선행사인 the only thing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두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6행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95% of 

the mobile phones {carried by hospital staff} were 

contaminated with various sorts of bacteria].  ▶ [ ]는 

show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the mobile phones

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 퍼센트(%)가 사

용되면, of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문제해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휴대용 전자 기기를 통해 인체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세균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해설

⑤ 문장의 주어가 단수명사인 the phones’ potential이므로 단수동

사인 is가 되어야 한다.

3 ③   서술형  (1) giveaway  (2) Not only does it have the 

potential to draw new shoppers

어떤 상점에서의 유쾌한 경험은 구매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그 상점을) 

다시 찾게 만들 것 같다. 이런 경향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구매를 하는 방문객들에게 

공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이트에 따라, 이것은 

1달러 할인 가상 쿠폰과 같이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이 지불

된 열대 섬으로의 여행과 같이 엄청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유형의 경품

이라도 구매자들 사이에 커다란 흥분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이트 운

영자와 상점 운영자 모두에게 두 배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신

규 고객들을 유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구매자들은 보상을 제공받으면 이후에 

그 웹사이트나 상점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구문해설

3행  Site owners can take advantage of this by 

offering free gifts to visitors [who make a purchase]. 

 ▶ 「by＋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 ]는 선행사인 visito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에 대한 보상

을 제공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서술형 문제해설

(1) free gifts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한 단어로 giveaway가 쓰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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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구인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문

장의 동사가 일반동사인 have이므로 조동사인 does를 사용함에 유의

한다. 

4 ③
한 실험에서 연구원들이 참가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무작위

로 일부는 권력이 있는 지위인 팀 관리자가 된 반면, 나머지는 권력이 약

한 노동자 역할을 배정받았다. 하나의 그룹 활동을 완수한 후에, 각각의 

참가자는 일련의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받았다. 그들은 120달러를 지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 년 후에 더 큰 액수의 돈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

야 했다. 이 액수는 137달러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240달러까지 인

상되었다. 연구원들은 권력이 약한 역할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권력이 강

한 역할을 배정받은 사람들보다 지연된 보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향

이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많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

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하고 그 결과 보상을 기다리는 것을 꺼리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권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

래에 직면하여 비록 더 적을지라도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 자신들의 미래에 관해서, 권력이 있는 지위의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덜 

가진다. 따라서 그들은 지연된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구문해설

7행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people {assigned 

low-power roles} were less wil l ing to accept a 

delayed reward than the people {assigned high-

power roles}].  ▶ [ ]는 fou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두 개

의 { }는 각각 the people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9행  They concluded [that people {who have a lot of 

power} are more confident about their future and 

therefore do not mind waiting for a reward].  ▶ [ ]는 

conclud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선행사인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min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문제해설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여겨 즉각적인 보

상을 선호하지만, 권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

기 때문에 지연된 보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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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to poor villagers], and now the dream was 

on the verge of coming true.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이다. 「be on the verge of v-ing」는 ‘막 …하려고 하다, …하기 직

전이다’의 의미이다. 

어휘

come  into  view  시야에 들어오다, 보이다  l imitless  무한한  

intention 의도  decline 거절하다  inland 내륙에 있는  come 

true  이루어지다, 실현되다  emerge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나다  

fate 운명  await (사물이) 기다리고 있다 

적용독해 read up  pp.82~85

1 ⑤   2 ④   3 ⑤   4 ④ 서술형  (1) 심호흡을 했다  (2) (A) pass 

(B) discouraged   5 ⑤  ①

1 ⑤
얼음장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지속되

도록 했다. 덜덜 떨면서, 우리는 텐트 속으로 기어들어 가서 바람이 말을 

알아듣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까지 대화를 했다. 결국 나는 깜빡 잠이 들

었다가 갑자기 Caleb에 의해 잠에서 깼는데,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있

었다. 그 후에 나는 우리 주위에서 온통 화염의 열기를 느꼈다. 모닥불에

서 튄 불똥이 우리 텐트에 불을 붙였고, 이제 그것(=  텐트)은 우리 위로 

무너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나는 (텐트) 문 지퍼를 움켜잡았

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Caleb이 여전히 안에 갇혀 있는 것

을 보았다. 타고 있던 그의 재킷을 붙잡고서 나는 그를 호수 쪽으로 끌고 

갔다.

구문해설

1행  Shivering, we crawled into our tent and talked until 
 S V1 V2

the wind made it hard to hear.  ▶ Shivering은 동시동작을 나

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t은 가목적어이고 to hear가 진목적어이다.

5행  A spark from the campfire had ignited our tent, and 

now it was collapsing on us.  ▶ 텐트가 무너지고 있던 과거시제

보다 텐트에 불이 붙은 것이 더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시제인 had ignited가 쓰였다.

문제해설

불이 붙어 무너져 내리는 텐트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급박하고 필사적

인 상황이다.

2 ④
겨울 방학 전의 마지막 수업 날에, 나는 다음 날을 상상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곧 나는 자유로워져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었다. 나는 차고의 벽에 걸려 있는 내 썰매, 그리고 눈사람과 눈싸움

에 대해 생각했다. 창밖을 응시하며, 나는 하늘 높이 떠 있는 회색빛 구름

적용예제 pp.80~81

1 ③   2 ①

1 ③
쉬기 위해 곧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녀는 멀리서 

나무들 사이로 약간의 빛이 비쳐 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개간지에 다가

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마지막 덩굴을 헤치고 나

아가 그 눈부신 빛을 바라보았을 때, 한 인디언 마을이 보였다. 중앙에는 

기다란 오두막집이 있었다. 또한 더 작은 다른 오두막들도 있었다. 너비

가 약 200미터 정도 되는 개간지의 중앙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수 마일을 오는 동안 유령처럼 자

신들만의 암흑 세계를 돌아다니는 인디언들에 의해 자신이 미행당해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정글의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눈들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느꼈다.

구문해설

5행  In the center stood a long hut.  ▶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V S

부사구가 문두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7행  She stood hiding ..., [knowing that she must 

have been trailed for many miles by the Indians 

{moving like ghosts ...}].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이다. 「must have＋p.p.」는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

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 }는 the Indians를 수식하는 현재분

사구이다.

어휘

vine 덩굴  blinding 눈이 부신  trail 추적[미행]하다  underworld 

하층 사회; *암흑가  [문제] monotonous 단조로운; *지루한  tense 

긴박한, 긴장된  discouraging 낙담시키는

2 ①
낯선 땅의 아름다운 해안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바라보았

다. 매우 많은 시간을 선상에서 보낸 뒤에, 나는 마침내 무한한 기회의 땅

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가 나에게 그곳을 탐험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의사가 없었다. 나는 내륙의 시골 

지역에 최근 설립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였다. 가

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현대 의약품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항상 나의 꿈이었

고, 이제 막 그 꿈이 이루어지려는 참이었다. 아침 안개에서 모습을 드러

내는 먼 산들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를 환영했다. 저기 어딘가에서 나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문해설

3행  I t  was as though  an unknown world were 

inviting me to explore it, ....  ▶ 「as though＋가정법 과거」는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로,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6행  It had always been my dream [to bring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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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어보았다. 그는 그녀가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당한) 말을 

찾으려 고심하며 엷은 미소를 보였다. Nicole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녀는 어떤 일이 이어질지 알았다.

구문해설

1행  For weeks, she had been preparing for this final 

driving test.  ▶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점부터 과거까지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진행형인 had been preparing을 썼다.

4행  She pressed on ..., turned the steering wheel ..., 
 S V1 V2

and sped out ..., [narrowly avoiding a collision]. 
 V3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8행  He gave her a weak smile, [struggling to find 

words not to make her too discouraged].  ▶ [ ]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 만든다.

문제해설

Nicole은 운전면허 시험 전에는 불안해하고 긴장하다가, 시험을 끝낸 

후 시험관이 불합격을 통보할 것임을 직감했으므로 실망했을 것이다.

서술형 문제해설

(1) take a deep breath는 ‘심호흡을 하다’의 의미이다.

(2) Nicole은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그녀를 ‘낙담하게’ 만들었다.

5 ⑤    ①

경기가 거의 끝나 갔지만, 아직 어느 팀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 마지

막 몇 초에 누가 득점을 올리든 (그 팀이) 주(州)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

하게 될 것이었다. 경기장을 질주하면서, Russell은 정신을 또렷이 하

고 골문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

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기다려 왔던 순간이었

다. Russell은 마지막으로 골문을 한번 보고는 공을 조준하여 가능한 한 

힘껏 찼다. 잠시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공이 골문을 향해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관중과 팀원들이 환호했을 때, 경기장은 기쁨

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Russell과 그의 동료 팀원들이 경기장을 뛰어갈 

때,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구문해설

4행  This was the moment [(which/that) they had all 

been waiting for].  ▶ [ ]는 선행사인 the momen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점부터 과거까지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완료진행

형인 had been waiting for가 쓰였다.

문제해설

경기 종료를 몇 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서 경기장이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문제해설

(A) 명사절의 동사인 scored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격 복합관계대명

사인 Whoever가 적절하다.

에 집중했다. “눈아, 내려라!”하고 나는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았다. 온종일, 나는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때마다, 나는 눈

이 올 조짐을 기대하면서 창밖을 응시했다. 마침내, 종이 울렸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갔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크

고 굵은 눈송이들이 공중에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구문해설

1행  ..., I was sitting at my desk [imagining the next 

day].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I raced out into the playground to see an amazing 

sight.  ▶ to see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필자는 방학 전 마지막 수업 날에 온종일 눈이 내리기를 고대하다가 마침

내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을 때 눈이 내리고 있는 것을 알았

으므로 즐겁고 기뻤을 것이다.

3 ⑤
47세의 참가자가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심사위원들은 불친절하게 비웃

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하고 평범하게 생긴 여자였다. 입을 열어 노래

를 부르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늙은 여자라고 설명했지만 자

신의 꿈은 직업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또다시 

낄낄 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어서 

그녀가 실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상황은 

참가자 본인을 제외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고, 

그녀는 완벽하게 노래했다. 할 말을 잃고, 심사위원들은 그녀를 몇 분간 

쳐다보았다. 마침내, 한 심사위원이 말했다. “전 이 정도일 거라고 기대하

지 않았어요.”

구문해설

4행  ...; they couldn’t wait to see her fail so that they 

could begin mocking her.  ▶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 쓰였다. 「so that＋주어＋동사」는 ‘…가 ~하기 위해’의 의미

이다.

7행  [(Being) Speechless], the judges stared at her for 

several minutes.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

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심사위원들은 나이 들고 볼품없어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었지만,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완벽하게 노래

를 부르자 할 말을 잃고 깜짝 놀랐다.

4 ④   서술형    (1) 심호흡을 했다  (2) (A) pass (B) discouraged

Nicole은 운전대를 너무 꽉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창백했다. 몇 주 동

안, 그녀는 이 운전면허 최종 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녀는 합격해서 면허

증을 받게 될까?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집

중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

하게 돌려 도로로 빠르게 들어섰는데, 가까스로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

했다. 30분 후, Nicole은 주차 지점에 차를 밀어 넣고 몸을 돌려 조수석

에 앉아 있는 시험관을 보았다. “음, 저 어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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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해설

2행  ..., she would watch her mother always cut off 

one end of the roast before cooking it.  ▶ would는 ‘…하

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지각동사 

watch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6행  So Jenny asked her grandmother, [who explained 

that the roasting pan {(which/that) she’d owned 

when she was younger} was too small].  ▶ [ ]는 선행사인 

her grandmother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 }는 선행사인 the roasting pa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할머니가 구이용 팬을 가지

고 있던 것은 주절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이므로 과거완료시제인 

had owned가 쓰였다. 

어휘

roast  구이 요리  cut  off  …을 잘라 내다  occur  일어나다; 

*생각이 나다  roasting 구이용의  fit 맞는  pointless 무의미한  

routine 판에 박힌 일, 일상

적용독해 read up  pp.88~91

1 ④   2 ⑤   3 ④   4 ① 서술형  (1) irritated enough 

to turn to a man he knew  (2) a bridle   5 ⑤ 

 ③

1 ④
한 노인이 그의 장성한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있었다. 기차가 역을 떠

나 출발했을 때, 다른 승객들은 그 아들이 흥분해서 손뼉을 치는 것을 신

기한 듯이 지켜보았다. 창문에 얼굴을 누른 채로, 그는 기차가 지나쳐 가

는 사물들을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아빠!”하고 그가 소리쳤

다. “나무 좀 보세요! 다리 좀 보세요!” 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고

개를 끄덕였다. 다른 승객들은 그 젊은 남자의 행동에 당황하여 눈길을 

돌렸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몸을 앞으로 굽혀 노인에게 그의 아들을 

의사에게 진찰받도록 데려가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었는지 물어

보았다. “사실, 저희는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랍니다.”라고 노인이 

말했다. “제 아들이 눈 수술을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거

든요.”

구문해설

3행  [Pressing his face against the window], he 

began to shout out the things [(which/that) the train 

passed].  ▶ 첫 번째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적용예제 pp.86~87

1 ④   2 ④

1 ④
안타깝게도, 우울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인생에서의 통제할 수 없는 변화들에 의

해 야기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뇌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계속 나아가

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 그들은 분명한 해결책이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무력함을 느낀다. 

이 질병에 관한 가장 나쁜 점은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는 데 필요한 활력과 창의력

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문해설

2행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 make a person 

feel like life is not worth living].  ▶ [ ]는 선행사인 a serious 

problem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사역동사 make의 목적

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be worth v-ing」는 ‘…할 가치가 있다’

의 의미이다. 

어휘

bring on …을 초래하다  imbalance 불균형  get through 극복

하다  move on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helpless 무력한  in the 

face of …에 직면하여  apparent 명백한, 분명한  figure 생각하다, 

판단하다

2 ④
Jenny는 어머니로부터 구이 요리를 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어린 아

이였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구이 요리를 하기 전에 항상 한쪽 끝을 잘라 

내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나중에, 그녀는 구이 요리를 할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녀가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그냥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하는 것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Jenny는 할머니에

게 물었고, 할머니는 자기가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구이용 팬이 너무 작았

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구이 요리를 거기에 맞추려면 한쪽 끝을 

잘라내야 했다. 이제 그녀는 더 큰 팬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Jenny와 그녀의 어머니 둘 다 수 년 동안 이 무

의미한 일상을 따르고 있었다!

PART 3 04 지칭 추론하기

(C) 지각동사 watch의 목적격보어이므로, 동사원형인 soar가 적절

하다.

(B) 문맥상 공을 ‘힘껏’ 찼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hard가 적절하다. 

hardly는 ‘거의 … 않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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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선행사인 the thing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7행  Finally, one of them leaned over and asked the 
 S V1 V2

old man [if he had considered taking his son to see a 

doctor].  ▶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if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이다. had considered는 주절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

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문제해설

④는 노인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노인의 아들을 가리킨다.

2 ⑤
철도 기관사가 되는 것은 Kansas 주에 사는 한 11살짜리 소년의 꿈이

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팔이 없이 태어나서 특수 학교를 다녔는데, 그곳

에서 그는 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의 꿈

이 실현되었다. 그는 조차장에서 빈 기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아

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차에 올라타서 자신의 발을 이용하여 기차를 

출발시켰다. 곧 기차는 시속 30마일로 움직였다. 제동수들이 기차의 기

관사실 내부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차는 조종 불능 상태

라고 보고되었다. 그 동안에, 소년은 계속 기차를 운전했고, Missouri 

주 경계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정차했다. 그곳에서 그는 기차를 후진시

켜서 조차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조차장에 도착했을 때, 화가 난 어느 차

장이 기차에 뛰어올라 탔다. 그러나 그는 그 소년이 “저는 기차를 좋아해

요.”라고 말하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차장은 그저 “이런, 네가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이구나!”라고 말했다. 

구문해설

1행  It was the dream of an eleven-year-old Kansas 

boy [to be a railroad engineer].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

어이다.

2행  Unfortunately, he was born without arms, and 

attended special schools, [where he learned to use 

his feet like hands].  ▶ [ ]는 선행사인 special school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to use는 learned의 목적어

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7행  Meanwhile, the boy kept going, [finally stopping 

when he reached the Missouri border].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⑤는 차장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소년을 가리킨다.

3 ④
과학자들은 식초가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오염된 수원(水源)에 식초를 첨가하는 것이 그곳에서 자연적

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박테리

아들은 물속의 독성 물질을 소금으로 변환시키고, 그것들이 (그러한) 작

용을 하면서 산소를 생성한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햇빛이나 공기를 필

요로 하지 않아서 수중이나 지하 환경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몇몇 연구

원들은 그것들이 광산이나 우주선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폐기물을 처

리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또한 그 

박테리아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몹시 알고 싶어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방사성 부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구문해설

3행  Those bacteria then convert the toxins in the 

water into salt, [producing oxygen as they work].  ▶ 

「convert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변환하다]’의 의미이다.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9행  It is hoped [that they may be able to help us 

clean up radioactive site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

다.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한다.

문제해설

④는 연구원들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박테리아를 가리킨다.

4 ①   서술형  (1) irritated enough to turn to a man he 

knew  (2) a bridle

한 작은 백마는 자신의 골짜기에서 가장 맛있는 풀을 다른 동물들과 공유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어느 날 건방진 수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에

게도 그곳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자, 그 작은 백마

는 매우 신경질이 나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한 남자에게 가서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 말(= 백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슴을 쫓아내는 데 필사

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별 생각 없이 남자의 (요구) 조건에 동의했다. 그 

남자의 도움으로, 그 말은 자신의 계곡에서 수사슴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일단 수사슴이 사라지자 그는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누렸

던 자유를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구문해설

6행  [(Being) Desperate to drive the stag away], he 

agreed to the man’s terms without much thought.  ▶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이유를 나타낸다.

문제해설

①은 남자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작은 백마를 가리킨다.

서술형 문제해설

(1) ‘…할 정도로 충분히 ~한’의 의미인 「형용사＋enough to-v」를 사

용하여 irritated enough to turn to a man he knew라고 쓰는 것

이 적절하다. 

(2) 백마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남자의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자

유를 희생했으므로, the freedom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a bridle이다.

5 ⑤    ③

Henry는 꽃 심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다. 그것은 평범한 취미

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꽃을 이상한 곳에 심

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매년 봄, 그는 쓰레기로 덮여 있던 땅을 아

름다운 꽃밭으로 바꾸느라 바쁘다. Henry는 주머니를 씨앗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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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채운 채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에 자신의 남는 시간을 쓴다. 그

는 씨앗으로 땅을 뒤덮고, 심지어 닿기 어려운 구역에 씨앗을 날려 보내

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긴 갈대 피리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Henry를 이상하다고 여기고 그를 놀리지만, 그는 그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전에는, Henry가 한 부지에 씨앗을 심고 있었는데 그때 

(부지) 주인이 그를 내쫓으려 했다. Henry는 떠났지만, 며칠 후에 돌아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일을 끝냈다. 몇 달 뒤 자신의 땅에서 형형색색의 꽃

들이 거대한 글자로 ‘H’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주인의 놀라움

을 상상해 보라!

구문해설

3행  Every spring, he’s busy turning land [that was 

covered in garbage] into beautiful fields of flowers. 

 ▶ 「be busy v-ing」는 ‘…하느라 바쁘다’의 의미이다. [ ]는 lan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The other day, Henry was planting seeds in one 

lot when the owner tried to send him away.  ▶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구 send away의 목적어로 대명사 him이 왔으

므로, 「타동사＋목적어＋부사」의 어순을 따른다. 

문제해설

⑤는 부지 주인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Henry를 가리킨다. 

 문제해설

(A) 동사 is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내에 주어가 빠져있으므로, 선행

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B) 선행사인 area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관

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관계부사 where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C) 사역동사 lets의 목적격보어이므로 동사원형인 bother가 적절하다.

Grammar special pp.92~95

point1 1 must 2 have died   3 had driven

point2 1 to offer   2 stored 3 cutting 

1 ①   2 ④   3 ⑤   4 ④   5 ④

point1

1  Jack은 오늘 피곤해 보인다. 그는 밤 늦게까지 일을 했던 것이 틀림

없다.  ▶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인 「must have＋p.p.」가 적절

하다.

2  그 의사의 노련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 

if절에 「had＋p.p.」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had died가 적절하다. 

3  그가 조심해서 운전했더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주절의 동사의 형태가 「조동사의 과거형＋have＋p.p.」이므로 가정

법 과거완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ad driven이 적절하다.

point2

1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그녀에게 약간의 

도움과 조언을 주기 위해서 이따금 들렀다.  ▶ to see와 to offer가 

등위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2  소화액 중 하나인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는 노란 분

비액이다.  ▶ 과거분사 produced와 stored가 등위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3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여가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Daniel은 

1년 안에 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저축하기를 희망했다.  ▶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쓰인 두 개의 동명사 living과 cutting이 등위접속

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1 ①
당신이 만약 Peter 대제가 러시아를 통치하던 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다

면, 당신은 단지 수염을 기르기 위해 특별세를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전에는, 러시아 남성들은 수 세기 동안 수염을 길게 길렀다. 그것은 전

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에 대한 그 나라의 종교적 관점을 보여 

주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밀어 버리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Peter 대제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관

습을 바꾸고 싶어했다. 유럽의 관습이 러시아의 관습보다 우월하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Peter 대제는 러시아의 사회와 문화가 더 유럽식이 되도

록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염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러시아 남성들은 

이 새로운 관습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에 Peter 대제는 

수염에 세금을 부과했고 수염을 기른 남성들이 세금을 좀 더 쉽게 내도록 

돕기 위해 ‘수염 토큰’을 생각해 냈다. 그 세금은 1772년까지 계속되다

가, 엄청난 반대로 인해 폐지되었다.    

구문해설

6행  [Thinking that European customs were ...], Peter 

ordered all of his citizens to cut off their beards 

so that Russian society and culture would be more 

European.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order A to-v」

는 ‘A에게 …하라고 명령하다’의 의미이다. 「so that ...」은 ‘…하기 위

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9행  Russian men found it hard [to adjust to this new 

custom], ... and came up with a “beard token” to 

help bearded men pay the tax more easily.  ▶ it은 가목적

어이고 [ ]가 진목적어이다.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

사를 취한다.

11행  The tax lasted until 1772, [when it was abolished 

due to massive opposition].  ▶ [ ]는 선행사인 1772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문제해설

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므로, 주절

의 동사는 「조동사의 과거형＋have＋p.p.」 형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would have to를 would have had to로 고쳐야 한다.

2 ④
멕시코의 인구가 밀집된 수도가 매년 약 6인치씩 내려가면서 가라앉고 

있다. 그 문제의 근원은 그 도시의 지형에 있는데, 그것이 한때 거대한 호

수였던 분지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엄청난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지하의 비축물에서 물이 빼내지면서, 지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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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함으로써 그

들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처하게 하는 성격 특성이 특정 질병들

을 발병시킬 가능성 또한 높인다. 신경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질환은 때

로는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

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새로운 연구는 신경증에 의해서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근심이 건

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에 의문

을 제기한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비만과 같은 부차

적인 질환들이 발병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 같

은 물질들을 남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문해설

1행  According to a study, a personality trait [that 

puts people under constant stress by causing them 

to worry too much] also increases their chances of 

[developing certain illnesses].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 

personality trai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구로, their chances와 동격 관계

이다. 

6행  ... by showing [that the stress and worry {brought 
 S

on by neuroticism} negatively impacts health].  ▶ [ ]는 
 V

showing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that 절의 주어인 the stress 

and worry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여 단수로 취급되었다. { }는 the 

stress and worr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문제해설

(A) cau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worry가 적절

하다.

(B) makes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more cautious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야 하므로, 형용사인 vigilant가 적절하다.

(C) 전치사 like의 목적어로 쓰인 hypertension과 병렬 연결되어야 

하므로, 명사인 obesity가 적절하다.

5 ④
당신이 뉴욕시(市)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기를 원한다면, 지하철역은 아

마도 당신이 갈 첫 번째 장소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몇몇 지하철

역들을 둘러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즐길 만한 미술 작품들이 있는지

에 놀랄 것이다. 이것은 도시 교통 당국 (MTA)의 작품이다. 수년 동안, 

그들은 지하철역 내에 있는 공공 미술품을 정성 들여 보존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역이 보수될 예정이면, 새로운 미술품이 추가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 통로의 모자이크, 대합실의 조각품, 그리고 지

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볼 수 있는 벽화들은 모두 MTA의 (대중) 교통을 

위한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따라서, 당신이 뉴욕시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이 환상적인 작품들을 눈여겨봐라. 

구문해설

3행  ..., you’d be surprised at [how many works of art 

there are to enjoy].  ▶ [ ]는 전치사 a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

더 압착되는데, 이는 그 도시가 매년 점점 더 낮아지도록 만든다. 만약 이

러한 추세가 방치된 채 현재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그 거대한 대도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파괴될 것이다.

구문해설

4행  A s  w a t e r  i s  d r a i n e d  f ro m  t h e  re m a i n i n g 

underground supply to meet  the needs of the 

city’s enormous population, the soil becomes more 

compressed, [which causes the city to inch lower 

and lower every year].  ▶ to mee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문맥상 멕시코의 수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므로 진행의 의미를 나

타내는 현재분사 descending이 적절하다.

(B) 선행사인 a basi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that

이 적절하다.

(C) 「if＋주어＋were to＋동사원형」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적은 미

래의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 구문이다. 이때, 주절의 동사는 「조동사

의 과거형＋동사원형」이 되어야 하므로 be destroyed가 적절하다.

3 ⑤
헨리 포드 박물관은 방문객들에게 이 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흥미로운 

구경거리들의 일부를 제공한다. 당신은 토머스 에디슨의 작업실이나 에

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사용되었던 법정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또

한 증기 기관차나 T형 자동차를 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

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러한 전시물들과 다른 것들이 복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진품이다. 그 박물관은 12대의 철도 기관차, 100대 

이상의 클래식 자동차들, 폴 리비어에 의해 만들어진 몇몇 은 세공품들, 

헨리 포드가 1896년에 발명한 그의 최초의 자동차인 ‘포드 사륜차’를 소

장하고 있는 곳이다. 만약 포드가 그 박물관을 세우지 않았었더라면, 미

국 역사에서 중요한 몇몇 유물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구문해설

4행  [What draws so many visitors] is the fact [that these 
 S V 

exhibits and others are not replicas].  ▶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첫 번째 [ ]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단수동사 

is가 쓰였다. the fact와 두 번째 [ ]는 동격이다. 

7행  . . . ,  and Henry Ford’s f i rst  car,  the “Ford 

Quadricycle,” [which he invented in 1896].  ▶ Henry 

Ford’s first car와 the “Ford Quadricycle”은 동격이다. [ ]는 선

행사인 the “Ford Quadricycle”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

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⑤ 헨리 포드가 박물관을 지은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완료를 써야 한다. 따라서 did not 

build를 had not built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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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출구가 없다. 빙하기 말에는 전 지역이 호수로 덮여 있었는데 호수

에서 범람한 물은 Snake 강과 Columbia 강을 경유하여 태평양으로 

흘러들어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호수는 현저한 기후 변화를 겪었는

데, 증발률이 결국에는 담수의 유입을 초과하여 호수를 원래 크기의 20

분의 1로 줄어들게 했다.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 있는 소금의 대부분은 모

든 담수에서 발견되는 용해된 소금의 잔존물이다. 호수의 크기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것의 용해된 소금의 농도는 증가했다.

구문해설

1행  The Great Salt Lake, [located in the state of Utah], 
 S

is the largest salt lake ....  ▶ [ ]는 The Great Salt Lake를 
 V SC

부연 설명하는 과거분사구이다. 

2행  [(Being) Fed by the Bear, Weber, and Jordan 

rivers], it has no outlet.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이다. 

7행  ..., [shrinking the lake to one-twentieth of its 

original size].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어휘

hemisphere 반구  outlet 유출구, 배출구  overflow 넘쳐 흐른 물  

via 경유하여, 거쳐  undergo 겪다, 경험하다  evaporation 증발  

exceed 초과하다  inflow 유입  shrink 줄어들다, 줄어들게 하다  

dissolve 용해하다, 녹이다  volume 크기, 용량  concentration 

농도 

적용예제 pp.98~99

1 ②   2 ③

1 ②
아토피는 일부 동물들에게 발생하는 가려운 피부 질환이다. 그것은 일반

적으로 피부를 통해 접촉하거나 들이마시는 공기 중의 물질들에 대한 알

레르기에 의해 유발된다. 아토피는 유전병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개들에

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다. 개들에게 아토피의 증

상은 대개 비교적 일찍 나타나는데, 주로 한 살 무렵이다. 처음에는 증상

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개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물질들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은 덜 주기적인 경향을 보인다. 결국, 

그것들의 가려움은 일 년 내내 나타날 수 있다.

구문해설

1행  It is generally caused by an allergy to substances 

in the air [that may come into contact with the skin 

or be breathed in].  ▶ It은 앞 문장에 언급된 Atopy를 가리킨다. 

[ ]는 선행사인 substanc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어휘

i tchy  가려운 (n.  i tchiness  가려움)  affect  영향을 미치다; 

*병이 나게 하다  allergy 알레르기 (a. allergic 알레르기가 있는)  

substance 물질  contact 접촉  inherited 유전의  ailment 병  

seasonal 계절적인; *주기적인 

2 ③
Utah 주에 위치한 그레이트 솔트 호수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염수호이

다. Bear 강, Weber 강, Jordan 강에서 물이 유입되지만, 그 호수에

Word test  p.96

1 교육 과정   2 살충제   3 분지   4 …을 초래하다   5 파괴적인, 

엄청난   6 수령인, 받는 사람   7 인정하다   8 개조하다, 보수하다   

9 참을 수 없을 정도로   10 휴대용의   11 떨리는   12 내려가

다   13 부차적인   14 압축된, 압착된, 간결한   15 경계하는, 조심

성 있는   16 낭비하는, 엄청난   17 깜짝 놀란   18 식초   19 주

요 도시, 대도시   20 변환시키다   21 부과하다   22 동정적인, 호

의적인   23 유도하다, 유인하다   24 뒤바꾸다, 뒤집다, (운전자

가 차를) 후진시키다   25 …에 의지하다   26 들끓다   27 외설적

인, 점잖지 못한   28 전염성의, 병을 옮기는   29 …을 빠져나가다, 

극복하다   30 방사성의   31 come into view   32 replica   

33 malicious   34 contaminate   35 in the face of   

36 sculpture   37 crawl   38 keep one’s eyes open   

39 arrogant   40 abolish

사절이다. 

8행  ..., and murals [that can be viewed {while riding 

the subway}] are all part of ....  ▶ [ ]는 선행사인 mural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ile을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문제해설

(A)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가정법 과거 구문이므로, were 

you가 적절하다. 

(B) 문맥상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는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be＋

p.p.」 형태인 set이 적절하다.

(C) 문장 전체의 주어가 Mosaics in hallways, sculptures in 

waiting rooms, and murals이므로, 복수동사인 are가 와야 한다. 

PART 4 01 내용 일치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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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모래 속 구멍에서 태어난다. 그것들은 자라면서, 완전히 클 때까지 

여러 차례 허물을 벗는다. 다 자라면, 투구게는 얕은 바닷물 바닥을 따라 

여생을 보낸다. 

구문해설

5행  The tail serves the dual purposes of [{helping the 

crab navigate} and {enabling it to flip over ...}].

 ▶ the dual purposes와 [ ]는 동격이다.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

인 두 개의 { }는 동명사구로,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 연결되어 있다.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한다. 「enable A 

to-v」는 ‘A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7행  Horseshoe crabs begin life in a hole in the sand 

of beaches [where females lay about 20,000 eggs]. 

 ▶ [ ]는 선행사인 a hol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문제해설

③ 파란색 혈액은 약물의 순도를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3 ③
캘리포니아의 San Simeon에는 언덕 위에 아주 특이한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사실 Hearst Castle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성이다. 야외 수

영장, 정원과 손님용 숙소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방을 특징으로 하

는 그 성은 유명한 신문 발행인인 William Hearst를 위해 지어졌다. 건

축가 Julia Morgan에 의해 설계된 그 성은 유럽의 성들에서 나온 몇몇 

자재들로 만들어졌다. 건축 재료들은 배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운송되었

다. 윈스턴 처칠과 찰리 채플린을 비롯한 많은 유명인들이 Hearst의 손

님으로 성에 묵었다. 그 성과 그 주변 소유지는 1957년 캘리포니아 주에 

기증되어, 현재는 그 주의 공립 공원의 일부이다.

구문해설

2행  [Featuring more than 100 rooms, as well as 

outdoor pools, gardens and guest houses], it was 

built for Will iam Hearst, the famous newspaper 

publisher.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이다. William Hearst와 the 

famous newspaper publisher는 동격이다.

문제해설

③ Hearst Castle을 설계한 것은 건축가인 Julia Morgan이다. 

4 ③   서술형  (1) ② is now using → is now being used  (2) 

that can get around on its own

스웨덴의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Rotundus는 독특한 모양의 로봇

이다. 그것은 공처럼 둥글며 내부 진자를 이용해 움직인다. 원래는 다른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Rotundus는 이제 일종의 자동 

보안 감시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침입자를 감지하는 다양한 감지 장

치를 이용하여 건물 주변의 장소를 감시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하면(= 침입자를 감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 

경보음을 낸 다음 진흙, 모래, 눈밭, 수중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곳으로 침

입자를 쫓아간다. 그러나 Rotundus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계단

으로는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Rotundus의 다음 버전은 GPS 시스

적용독해 read up  pp.100~103

1 ③   2 ③   3 ③   4 ③ 서술형  (1) ② is now using → 

is now being used  (2) that can get around on its 

own   5 ④  ④

1 ③
폴 세잔은 19세기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였다. 세잔이 법을 공부하

길 원했던 그의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가가 되기 위해 젊

은 시절 파리로 이주했다. 처음에, 그의 동시대인들 중 다수가 그의 작품

을 비판했는데, 초상화를 그리던 다른 화가들과 달리 그는 사물에 대한 

정물화를 그리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로 인해 낙

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독특한 화풍으로 파리시(市)를 놀라

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화풍은 복잡한 사물들을 기본적인 형태로 

분해하는 것을 포함했는데, 나무는 단순한 원기둥이 되고, 사과는 구(球)

가 되곤 했다. 그에게 처음으로 명성을 안겨 준 작품은 바로 ‘Apples 

and Oranges’라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법과 색

상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세잔의 작품

은 후에 파블로 피카소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곤 했다.

구문해설

1행  Despite his father’s desire [that Cézanne (should) 

study law], ....  ▶ his father’s desire와 [ ]는 동격이다. desire

는 의향을 나타내는 명사로, 이어지는 that절에 「(should)＋동사원형」

을 쓴다. 

8행  It was his painting Apples and Oranges that 

first gave him fame, [causing people to rethink the 

fundamental rules of painting and color use].  ▶ 「It is ... 

that ~」 강조구문으로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이다.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cause A to-v」는 ‘A가 …하게 하다’의 의미

이다. 

문제해설

③ 복잡한 사물을 기본적인 형태로 분해하는 표현 방식이 폴 세잔의 독특

한 화풍이라고 했다. 

<오답노트>

① 세잔의 아버지는 그가 법을 공부하기를 바랐다.

② 세잔은 초상화가 아닌 정물화를 그렸다.

④ ‘Apples and Oranges’는 세잔에게 명성을 안겨 준 작품이다. 

⑤ 파블로 피카소에게 영향을 주었다. 

2 ③
투구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이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

고, 투구게는 사실은 게가 아닌, 거미나 전갈과 흡사한 동류이다. 그것의 

이름은 말발굽 모양의 게와 같은 껍데기에서 유래한다. 투구게는 열 개의 

다리, 두 개의 집게발, 그리고 긴 꼬리가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꼬리는 투구게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뒤집혔을 때 (다시 똑바

로) 뒤집을 수 있게 해 주는 두 가지의 목적에 적합하다. 그것의 옅은 파

란색 혈액은 구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약물의 순도를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하다. 투구게는 암컷이 약 20,000개의 알을 낳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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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로봇

을 만드는 것이다.

구문해설

2행  [(Being) Originally designed to explore other 

planets], Rotundus is now being used ....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양보를 나타낸다. to explore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7행  Rotundus does have one weak point, however .... 

 ▶ does는 동사 have를 강조하는 조동사이다.

문제해설

③ 다양한 감지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 보안 감시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오답노트>

① 내부 진자를 이용하여 움직인다.

②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④ 계단으로는 다니지 못한다.

⑤ 원격 조종은 다음 버전부터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서술형 문제해설

(1) ② 문맥상 Rotundus가 자동 보안 감시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므로, is now using을 현재진행형 수동태인 is now being used로 

고쳐야 한다. 

(2) 선행사인 a robo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that can get around on its own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5 ④    ④

달의 바다는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어두운 부분들이다. 그것들은 라틴어

로 ‘바다’를 의미하는 maria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초기 천문학자

들이 그것들을 바다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의 바다는 물이 아

니라 단지 넓은 현무암 지대인데, 이 현무암은 달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

하는 암석보다 더 어두운 종류의 암석이다. 대부분의 달의 바다는 지구와 

마주 보는 쪽의 달 표면에서 발견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부분만이 반대

쪽 표면에 분포해 있다. 그것들은 약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형성된 것

으로 여겨지지만, 일부는 보다 최근인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

정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것들은 달에서 대규모의 고대 화산들이 폭

발했을 때 형성되었다. 이 폭발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서 일어나 

적용예제 pp.104~105

1 ⑤   2 ④

1 ⑤
이 도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전체 연구원 수와 한국의 

많은 종의 동물들을 멸종시킨 화산 폭발과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구문해설

1행  Lunar maria are dark spots on the Moon [that are 

visible from the Earth].  ▶ [ ]는 선행사인 dark spots를 수식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3행  In reality, lunar maria are not water but simply 

large areas of basalt, a type of rock [that is darker 

than that {which makes up ...}].  ▶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의 의미이다. basalt와 a type of rock은 동격이다. [ ]는 

선행사인 a type of rock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선행사인 tha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that은 rock을 가리

킨다.

5행  Most lunar maria are found on the side of the 

Moon [that faces the Earth], [with only a few located 

on the other side].  ▶ 첫 번째 [ ]는 the side of the Mo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두 번째 [ ]의 「with＋목적어＋p.p.」

는 ‘…가 ~한 채로’의 의미이며, 목적어 only a few와 분사가 수동 관

계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10행  These eruptions are believed to be similar to 

those [that occurred on the Earth about 250 million 

years ago, {wiping out many species of animals}].  ▶ [ ]

는 선행사인 those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those는 앞에 나

온 eruptions를 가리킨다.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④ 대부분이 약 30억에서 40억 년 전에 형성되었지만, 일부는 약 12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오답노트>

①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어두운 부분들이다.

② ‘바다’를 뜻하는 이름이지만, 물이 없는 현무암 지대이다.

③ 일부는 지구 반대편에 분포해 있지만, 대부분은 지구와 마주한 달 표

면에 있다.

⑤ 달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되었다.

 문제해설

④ 달의 바다가 형성된 시점은 주절의 현재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것

이므로, 완료부정사인 to have been formed를 써야 한다.

경제 활동 인구(EAP) 1,000명 당 연구원 수를 모두 보여 준다. 1998

년을 제외하고, 전체 기간 동안 이 수치들 각각은 이전 해보다 증가를 보

였다. 경제 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의 가장 큰 증가는 2000년

과 2001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프에 나타난 최근 4년 동안 매해 한국

에는 200,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2007년에 가장 높은 수

를 기록했다. 그 해에, 경제 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들은 1999년

PART 4 02 도표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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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은 1999년에 20퍼센트 이상으로 최고조에 달했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는 12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했다. 같은 해, 중국은 한국의 무역 

활동에서 거의 5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점유율을 합

친 것보다 더 높았다. 

구문해설

2행  Most notable is the shift in trade activity towards 
 SC V S

China and away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주격보어인 Most notable이 문두에 나와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

었다. 

3행  China had the smallest share of Korean trade in 

1997, [accounting for less than 9 percent].  ▶ [ ]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⑤ 2007년에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한 점유율은 19.91%로 전

체 무역량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점유율을 합친 

22.73%보다는 높지 않다.

2 ⑤
위 도표는 제시된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한국인들이 잠을 덜 잔

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하루에 8시간 미만의 수

면을 취한다. 일본은 사람들이 하루에 취하는 평균 수면량에 있어서 한국

과 거의 동일하다. 도표의 반대쪽 끝에 있는 프랑스가 사람들이 가장 많

은 수면을 취하는 나라이며,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스웨덴인들이 노르웨이인들보다 약간 더 자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

만, 두 나라 모두 일일 수면 시간에 있어서 독일보다 잠을 더 적게 잔다. 

이 도표는 또한 영국인들이 독일인들보다 30분 이상 잠을 더 자는 경향

이 있음을 보여 준다.

구문해설

3행  Japan is nearly equal to Korea in terms of the 

average amount of sleep [(which/that) people get per 

day].  ▶ [ ]는 선행사인 sleep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4행  ..., France is the country [where people get the 

most sleep], with the U.S., Spain and New Zealand 

following closely behind.  ▶ [ ]는 선행사인 the countr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with＋목적어＋v-ing」는 ‘…가 ~한 채로[~

하면서]’의 의미로, 목적어 the U.S., Spain and New Zealand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following을 썼다.

문제해설

⑤ 영국인들은 독일인들보다 대략 10분 정도 더 잔다.

3 ②   서술형  (1) the demand  (2) three times higher than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화면 표시 기술이 현재 텔레비전 시장을 장악

하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 (LCD), 플라즈마 표시 패널 (PDP), 그리고 

전통적인 브라운관 (CRT)이 그것이다. 위 도표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CRT 텔레비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CRT 텔레비전

에 있었던 것보다 두 배 더 많았다. 전체 연구원 수의 가장 큰 연간 증가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일어났다.  

구문해설

15행  ..., with the highest number recorded in 2007. 

 ▶ 「with＋목적어＋p.p.」는 ‘…가 ~한 채로[~하면서]’의 의미로, 목적어 

the highest number와 분사가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15행  I n  tha t  yea r,  t he re  were  tw ice  as  many 

researchers per 1,000 people in the EAP as there had 

been in 1999.  ▶ 「twice as ... as」 ‘두 배 더 …한’

어휘

illustrate 설명하다; *분명히 보여 주다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active *활동 중인; 활동적인  with the exception of …을 제외

하고  annual 연간의, 한 해의  

2 ④
위 도표는 2006년에 55세에서 79세 사이의 남녀 구직자들에게 선호되

는 최상위 다섯 개의 선택 요인을 보여 준다. 급여가 이 연령 집단의 남녀 

구직자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는 요인이다. 남성에게는, 지속 가능성이 직

업 선택 시 두 번째로 가장 선호되는 요소이다. 여성에게는, 구직에 있어

서 업무량과 시간이 지속 가능성보다 더 우선시된다. 과거 경력을 기반으

로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보다 높

다. 통근은 최상위 다섯 개의 요인들 중에서 남녀 모두에게 가장 적게 고

려되지만, 그것은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우선시되는 요소이다.

구문해설

6행  The percentage of women [who tend to choose 

a job based on past experience] is higher than that 

of men.  ▶ 「The percentage of＋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동사 is를 썼다. [ ]는 선행사인 wome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that은 the percentag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어휘

job seeker 구직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favored 선호

되는  workload 업무량, 작업량  commute 통근[통학]하다

적용독해 read up  pp.106~109

1 ⑤   2 ⑤   3 ② 서술형  (1) the demand  (2) three 

times higher than   4 ④  ④ 

1 ⑤
위 도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무역에서 주요 3개국이 차지

한 비율을 나타낸다. 중국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멀어지는 무

역 활동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1997년에 한국 무역에서 

9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며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2003년

에 중국의 점유율이 15퍼센트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일본의 점유율을 넘

어섰다. 2005년에 중국의 점유율은 18퍼센트 이상까지 급격하게 상승

하여, 미국의 점유율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다.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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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것에 어떤 유형의 책이 더 적

절한지를 질문받았을 때는 종이책을 선택했다. 잠자리에서 읽을 책에 대

한 선호도에서 격차가 가장 작았는데,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단지 2퍼센

트 포인트 더 선호되었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있어 종이책

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이 목적에 있어 전자책을 선호하는 사람들

의 비율의 세 배가 넘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데에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여전히 12퍼센트 포인트 더 낮

았다.

구문해설

2행  [When asked about reading while traveling or 

commuting], more than ... indicated [that they think 

e-books are better].  ▶ 첫 번째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

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을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두 번째 [ ]는 indicat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6행  The smallest gap was in the preference for books 

to read in bed, ....  ▶ to read는 book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④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있어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9%로, 동일한 목적으로 전자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25%의 

세 배가 넘지 않는다.

 문제해설

(A) 사람들은 ‘조사를 받는’ 대상이므로, 수동 관계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surveyed가 적절하다.

(B) 「with＋목적어＋분사」는 ‘…가 ~한 채로[~하면서]’의 의미로, 분사

인 being preferred가 적절하다. 

(C) 문장의 주어가 단수명사인 the percentage이므로, 단수동사인 

was가 적절하다. 

능성이 있다. 이것은 항공 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1,790

명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지능 검사에서 우수한 점수

를 받은 사람들에게서조차 사실이다. 걱정은 학업 성과의 적이기도 하다. 

100개 이상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그들의 학

업 성과는 더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문해설

1행  In a way, it is a useful response to a coming 

threat, [focusing the mind on the danger {that lies 

ahead}].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선행사인 the 

dang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3행  More than 100 studies have shown [that the more 

prone  people are to anxiety,  the worse  the i r 

academic performance is].  ▶ [ ]는 have shown의 목적어로 

에 대한 수요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 기간은 2007년과 2008년 사이이

다. 동시에, LCD 텔레비전이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LCD 

텔레비전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는 CRT 텔레비전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

였다. 도표에 제시된 세 가지 종류의 텔레비전 중에서 PDP 텔레비전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인기가 없다. 2009년에, CRT 텔레비전에 대한 

수요는 그것의 하락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PDP 텔레비전의 수요보다 

세 배나 높았다.

구문해설

3행  According to the data [ represented on the 

graph above], the demand for CRT televisions has 

continuously fallen.  ▶ [ ]는 the data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

다. has fallen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이다.

5행  The period [during which the demand for CRT 
 S

televisions fell most sharply] was ....  ▶ [ ]는 선행사인 The 
 V

period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② CRT 텔레비전의 수요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 시기는 2008년과 

2009년 사이다.

서술형 문제해설

(1) that은 앞에서 언급된 the demand를 대신하여 쓰였다.

(2) ‘…보다 몇 배만큼 ~한’을 의미하는 「배수사＋as＋형용사의 원급＋

as ...」는 「배수사＋비교급＋than ...」으로 바꿔 쓸 수 있다. 

4 ④    ④

네 가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자책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종이책을 

선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근에 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행이나 

통근 중 독서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사 대상자들의 70 

퍼센트 이상이 전자책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훨씬 더 

적용예제 pp.110~111

1 ②   2 ③

1 ②
걱정은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면에

서, 그것은 앞에 놓여 있는 위험에 정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유용한 반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인 준비가 그 밖의 

다른 곳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 생각의 순환에 정신을 가두게 되

면, 이것은 파멸적 인지 간섭이 된다. 요컨대, 걱정은 지적 능력을 방해한

다. 항공 교통 관제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압박 하에서 

지적 작용을 요구하는 업무에서, 만성적인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심

지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훈련 도중 실패할 가

PART 4 03 어휘의 쓰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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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술은 모든 치명

적인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많은 운전자

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

망의 원인이 된다.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운전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이

다. 그러한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를 낮춘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

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높은 속도가 금지된(→ 허용

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구문해설

1행  Drivers [with poor attitudes towards driving] are 
 S V

as big of a cause of traffic accidents as bad weather 

or unsafe road conditions.  ▶ 주어가 복수명사이므로 복수동사

인 are가 쓰였다. [ ]는 Driver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as＋형용

사의 원급＋as ...」는 ‘…만큼 ~한’의 의미이다. 

5행  I n  add i t i on ,  many  d r i ve rs  re fuse  to  wear 

seatbelts, [which also contributes to deaths from car 

accidents].  ▶ [ ]는 앞 절 전체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7행  Also potentially deadly is the view [that driving fast 
 SC V S

is the best way to drive].  ▶ 주격보어인 potentially deadly

가 문장 앞부분에 나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the view와 [ ]는 동

격이다.

9행  Those drivers should be aware [that in areas 

{where speed limits were lowered}, ...].  ▶ [ ]는 be 

aware의 목적어절이다. { }는 선행사인 area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이다.

문제해설

제한 속도를 낮춘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내용에 이어,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인 On the other hand가 사용된 후 이 지

역에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높은 속

도가 금지된 지역이 아닌 ‘허용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의 

prohibited는 allowed가 되어야 한다.

2 ⑤
마천루는 미국에서 유래했고, 여러 해 동안 많은 미국 도시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9·11 테러

공격으로 생겨난 공포심으로 인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우 높은 수직 건물들이 여전히 건축가들에

게 인기가 있고, 이러한 높이 솟은 마천루의 건설은 개발 도상국으로 관

심을 끌기 위해 흔히 쓰이는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을 지으려는 경쟁은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천루가 곧 3,000 피트 

높이까지 솟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문해설

7행  In fact, the competit ion to build  the tal lest 

building in the world is so intense that many people 

쓰인 명사절이다. 「the＋비교급 ..., the＋비교급 ~」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adverse 부정적인, 불리한  lie ahead 앞에 놓여 있다  reduce to 

…이 되게 만들다  disastrous 파멸적인  constructive 건설적인  

cognitive 인식[인지]의  interference 간섭, 방해  sabotage 고

의로 방해하다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 교통 관제사  chronic 

만성적인  prone 경향이 있는  resistant 저항하는

2 ③
연구원들에 따르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타인의 요구에 민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의욕적으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회적 관계는 죄책감에 대한 수용 능력

을 필요로 한다. 타인에게 해를 입힌 후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춰 왔던 한 전문가는 이 죄책감에는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 있

다고 시사한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

에게 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부정할(→ 인정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죄책

감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상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

향이 있다.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초래된 피해

를 바로잡고 다시 화합을 이룰 수 있다.

구문해설

5행  An expert [who has focused on the guilt {(which/
 S

that)  people experience after harming others}] 

suggests [that empathetic distress lies in this guilt].
 V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n exper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다. { }는 선행사인 the guilt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두 번째 [ ]는 suggest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어휘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sensitive 민감한  wrong 

*부당하게 취급하다; 오해하다  capacity 수용 능력  guilt 죄책감  

empathetic 공감할 수 있는  distress *고통; 고민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make up for …을 보상하다  make amends 보상

하다  restore 되찾다, 회복시키다

적용독해 read up  pp.112~115

1 ⑤   2 ⑤   3 ⑤   4 ③ 서술형  (1) without looking at 

the effects animals have on each other  (2) species 

competition and movement   5 ④  ⑤

1 ⑤
운전에 대해 불량한 태도를 지닌 운전자들은 궂은 날씨나 안전하지 않은 

도로 상태 만큼이나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에 대

해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는다. 어떤 운전자들은 심지어 술을 마시고도 

41



정
답
 및

 해
설 변화 연구들은 동물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상

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동물들이 기상 변화 때문에 새로운 지

역으로 이동하면, 그들은 제한된 먹이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심지어

는 서로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는 동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향후의 기후 변화 연구에 이

러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어떤 종이 가장 큰 멸종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구문해설

3행  This means [it is likely {that they have under-

estimated the extent of future extinctions}].  ▶ [ ]는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it이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이다.

8행  He suggested [that the first step {to making a 

more accurate prediction of the loss of animal and 

plant diversity} should be to include this information 

in future climate change studies].  ▶ [ ]는 suggested의 

목적어절로, suggest가 당위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that절에 

「(should)＋동사원형」을 쓴다. { }는 the first step을 수식하는 형용

사구이며, to가 전치사이므로 동명사인 making이 쓰였다.

문제해설

(A) 기후 변화로 인한 동식물 종의 감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예견은 종의 

경쟁과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미래에 일어날 멸종 규모를 ‘과

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빈칸에는 underestimated가 들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동식물 다양성의 감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종의 경쟁과 

이동에 관한 정보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includ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서술형 문제해설

(1) 「without v-ing」는 ‘∙∙∙하지 않고서’의 의미이며, the effects와 

animals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2 )  3행에서 기존의 연구는 ‘ spec ies  compet i t ion  and 

movement’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5 ④    ⑤

역사를 통틀어, 등대는 야간에 선박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니는 것을 돕기 

위해 많은 국가의 해안선에 세워졌다. 그것들은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이

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든 등대가 공

통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항해사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패턴의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광원(光源)이다. 요즘에는 첨단 항

해 시스템이 고안되어, 등대가 예전만큼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등대의 미적 매력과 풍부한 역사로 인해, 이 건축물의 대부

분은 본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로, 이 독특한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단체들이 전 세계에 있다.

구문해설

1행  ... on the shorelines of many countries to help 

believe [(that) skyscrapers will soon soar ...].  ▶ to 

build는 the competi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

다.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 ]는 believe

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A) 문맥상 경기 침체와 테러 공격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고층 건물 건축을 

‘꺼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discouraged가 적절하다.

(B) 고층 건물들은 ‘수직’으로 세워진 구조물이므로, verticals가 적절

하다.

(C) 문맥상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경쟁’이 심하다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competition이 적절하다.

3 ⑤
19세기 동안에, 미국의 광업은 나라 전체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

다. 국가 경제를 위해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공급하고 인구의 상당 부분

에 고용 기회를 창출해 낸 것 이외에도, 그것은 또한 다른 분야들에서의 

경제 발전을 활발하게 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1848년 Sutter’s 

Mill에서의 금 발견으로 시작되어 약 8년간 계속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서, 그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이주하도록 이끌었다. 이 

새로운 광부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지원해 줄 수많은 서비스들을 필요로 

했다. 상점 주인, 트럭 운전사 그리고 농부들은 그들의 필요로부터 이익

을 얻은 직업 종사자들 중 단지 일부일 뿐이었다. 가장 활발한 광산 근처

에는 작은 마을들과 농장들이 생겨나서 결국 번화한 지역 사회로 성장하

게 되었다. 

구문해설

9행  Shop owners, truck drivers and farmers were just 

a few of the professions [that benefited from their 

needs].  ▶ [ ]는 선행사인 the profess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10행  Small  towns and farms appeared near the 

most active mines, [eventually growing into thriving 

communitie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A) 광업의 발달이 미국 전반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에 이

어, 이것이 또한 다른 분야들의 경제 발전도 ‘활발하게 했다’는 의미가 되

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stimulate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광부들이 필요로 했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광산 

근처로 몰려들면서 마을과 농장이 ‘생겨났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appeare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③   서술형  (1) without looking at the effects animals 

have on each other   (2)  species competit ion and 

movement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동식물 종(種)의 감소를 오랫동안 예

견해 왔다. 하지만 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예견은 종의 경쟁과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미래의 멸종 규모를 과소평

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수석 연구원은 과거의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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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s pass safely in the night.  ▶ to help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

정사를 취한다. 

4행  [What they all have in common], however, is a 

source of illumination [that flashes out patterns {to 

assist maritime navigators ...}].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

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a source of illumin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

사절이다. { }는 pattern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문제해설

(A) 등대가 국가의 해안선에 ‘세워진’ 것이므로, erected가 적절하다.

(B) 첨단 항해 시스템의 개발로 등대가 이전만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는 내용이므로 necessary가 적절하다.

(C) 문맥상 등대를 ‘보존하려는’ 단체들을 의미하므로, preserve가 적

절하다.

 문제해설

⑤ that이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복수명사인 

organizations이므로, 복수동사인 endeavor가 와야 한다.

Grammar special pp.116~119

point1 1 when   2 what   3 where   4 that   5 That

point2 1 during   2 because   3 Although 

1 ⑤   2 ⑤   3 ④   4 ②   5 ⑤

point1

1  너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연도를 아니?  ▶ 선행사인 the 

year가 시간을 나타내고, 이어지는 관계사가 부사구를 대신하므로 

관계부사인 when이 적절하다.

2  정부는 북한 관계자가 회담에서 했던 말을 분석했다.  ▶ 선행사가 없

고 이어지는 절에서 동사 had said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대명

사 what이 적절하다.

3  호주는 야생 캥거루를 볼 수 있는 나라이다.  ▶ 선행사인 the 

country가 장소를 나타내고, 이어지는 관계사가 부사구를 대신하므

로 관계부사인 where가 적절하다.

4  실업 문제는 신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관계사 앞에 선행사인 the most serious one이 있으므로 관계대

명사 that이 적절하다.

5  남동생이 그녀를 귀찮게 할 때 그녀가 화를 내는 것은 내게 평범한 일

로 보인다.  ▶ 이어지는 절의 문장 성분이 완전하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point2

1  어느 토요일 밤에, 남편과 함께 프랑스 식당에 방문했을 때, 나는 구

석 테이블 아래에서 여성용 지갑을 발견했다.  ▶ 뒤에 명사구가 이어

지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2  대도시에 사는 것은 종종 네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기 때문에 너는 많은 것들을 살 여유가 없을 것이다.  ▶ 뒤에 주어와 동

사가 포함된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because가 적절하다.

3  비록 일의 규모와 장소는 다르지만, 고층 빌딩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

하는 것과 방 하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 뒤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

인 Although가 적절하다.

1 ⑤
말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학교나 사회적 환경에서 말하기를 그만

두는 질환은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일컬어진다. 전문가들은 불안감과 더

불어,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선택적 함구증의 이면에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 질환에 걸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사회 

공포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선택적 함구증에 걸린 아이의 부모에

게는 그들의 자녀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

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아이는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선택적 함구증

의 가족력, 심한 수줍음, 그리고 불안 장애는 아이가 유사 질환에 걸릴 위

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며,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선택적 함구증

에 가장 걸리기 쉽다.

구문해설

1행  The condition [in which a child {who has the ability 
 S S’

to speak well} stops speaking in school or social 
 V’

settings] is referred to as selective mutism.
 V

 ▶ 주어가 단수명사인 The condition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쓰였다. 

[ ]는 선행사인 The conditi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고, 

{ }는 선행사인 a chil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o speak

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A) 선행사인 The condition을 수식하는 관계사 뒤에 완전한 절이 나

오므로, in which가 와야 한다. 

(B) 주어가 복수명사인 Children이므로 복수동사인 share가 와야 

한다.

(C) 앞에 선행사인 factors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

하다.

2 ⑤
전통적인 Pueblo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기계도 사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은 그것을 다른 종류의 도자기와 구별 짓는 특징들 중 하나

이다. 점토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가공하여 모양을 만드는 것까

지, 각각의 단계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점토 꽃병

과 그릇들이 도예용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Pueblo 도

자기는 점토를 가늘고 긴 조각으로 말고 그것들을 층이 되게 감아서 만

들어진다. 도자기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물감은 그 지역의 식물과 광

물로 만들어지며, 실난초 선인장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붓으로 발라진다. 

Pueblo 도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 기법들의 사

용이다. Pueblo 도공들은 현대적인 대량 생산 과정을 기피하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각각의 작품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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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내, 나는 그런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뇌우(雷雨)가 치는 동안에, 나

는 번개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지하실에 숨곤 했다. 사춘기 시절에는, 

아무도 나와 결혼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몇 시간을 보냈

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내가 걱정했던 것들 중 어느 것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에는, 쓸데없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나는 그것이 언젠가 일어날 일인지를 자문해 본다.

구문해설

1행  One spr ing af ternoon,  [whi le  ass ist ing my 

mother with planting our carrots], I burst into tears 

unexpectedly.   ▶ [ ]는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명

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5행  ..., I would hide in the basement for fear that I 

would be killed by lightning.  ▶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

미로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for fear that ...」은 ‘…할까 

두려워하여’의 의미이다. 

9행  ..., I ask myself if it’s something [that will ever 

occur].  ▶ if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

다. [ ]는 선행사인 something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② 뒤에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While을 전치사 During으로 고쳐

야 한다.

5 ⑤
Lena Horne은 배우이자 가수로서의 업적이 수없이 많고 뛰어난 연예

인이다. 1917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Horne은 아버지가 (가정을) 저

버렸고 어머니는 유랑을 많이 했기에, 주로 할머니에 의해 키워졌다. 그

녀는 이른 나이에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가수 겸 댄서가 되었는데, 

그것이 연예인으로서 매우 성공적인 그녀의 경력의 시작이었다. 할리우

드의 신인 발굴 담당자들이 그녀가 그곳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

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도록 권했다. 1940년대 초반에, Horne은 할

리우드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대형 영화 제작사들 중 한 곳과 장기 

계약을 맺은 최초의 흑인 연기자가 되었다.

구문해설

2행  [(Being) Born in Brooklyn in 1917], Horne was 

primarily raised by her grandmother, since her father 

had left and her mother traveled a lot.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이다.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사이다. had left는 주절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시제이다.

6행  Hollywood talent scouts saw her perform there 

and encouraged  her to  get  involved in the f i lm 

industry.  ▶ 지각동사 saw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encourage A to-v」는 ‘A로 하여금 …하도록 권장[장려]하다’의 의

미이다.

문제해설

(A) 관계대명사절에서 accomplishments를 수식하는 소유격이 필요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구문해설

1행  The fact [that no machinery is used ...] is one of 
 S V

the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types of 

pottery].  ▶ 주어가 단수명사인 The fact이므로 단수동사인 is가 쓰

였다. The fact와 첫 번째 [ ]는 동격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featur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It is this use of traditional techniques that makes 

Pueblo pottery special.  ▶ 「It is ... that ~」 강조구문으로 ‘~하

는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⑤ 뒤에 「주어＋동사」를 포함하는 절이 나오므로, Because of를 접속

사인 Because로 고쳐야 한다.

3 ④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문

제와 갈등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더 깊

이 들여다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나날을 안락하

게 보내는 능력이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

리는 모두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락과 여가를 필요로 한다. 음식과 

주거지 또한 필수품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모든 인간들은 창

조적인 작업에서 오는 만족감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경이로

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 그제야 휴식과 휴양을 

통해 얻게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구문해설

6행  ...: all human beings need the satisfaction [that 

comes from creative work], and the sense of wonder 

[which comes with discovering new things].  ▶ 첫 번째 [ ]

와 두 번째 [ ]는 각각 선행사인 the satisfaction과 the sense of 

wond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A person [who comes to understand this] will then 

know [that there is a higher level of happiness than 

that {which is attained through rest and rel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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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두 번째 [ ]는 know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선행

사인 that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이때, that은 앞에 나온 

happiness를 대신한다. 

문제해설

(A)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구문이므로, 조동사의 과

거형인 would가 적절하다.

(B) 앞에 선행사인 the satisfaction이 있으므로, that이 적절하다.

(C) 이어지는 절의 문장 성분이 완전하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4 ②
어느 봄날 오후, 나는 어머니가 당근 심는 것을 도와 드리다가, 갑자기 울

음을 터뜨렸다. “Caroline,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거니?” 사실, 나는 우

리가 심고 있던 당근처럼 내가 산 채로 묻힐까봐 두려웠다. 어린 시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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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정적인, 불리한   11 정확한   12 미적인   13 겪다, 경험하다    

14 공포증   15 지배하다, 장악하다   16 검사하다, 시찰하다   17 

인식의, 인지의    18 폭발, 분출   19 두드러진   20 능력   21 상당

히, 의미심장하게   22  동시대의, 동시대인   23  지속 가능성   

24  사춘기   25  고용   26  설명하다, (…의 비율을) 차지하

다   27 평균적으로   28 …을 보상하다   29 동시에   30 상호 

보완적인   31 conflict   32 notable   33 horizontal   

34 fundamental   35 contact   36 annual   37 commute   

38 extreme   39 hinder   40 ultimate

(B)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와 함께 쓰이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사용

할 수 없으므로, which가 와야 한다.

(C) 선행사인 Hollywood가 장소를 나타내고 관계사가 부사구를 대신

하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Word test  p.120

1 함유하다   2 달성하다, 이루다   3 손대지 않은, 그대로의   4 죽

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5 넘다, 초월하다   6 줄어들다, 줄어들

게 하다   7 제외하다, 배제하다   8 기부하다, 기증하다   9 경쟁하다   

적용예제 pp.122~123

1 ②   2 ④

1 ② 2 ④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규정하기 힘들고 모호한 생각들로 남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발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작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만약 그들이 Edgar Allan Poe의 충고를 따른다면, 그들은 그냥 

펜을 집어 들 것이다 (혹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컴퓨터를 켤 것이다!). 

Poe는 생각이 매우 심오하거나 미묘해서 그것들이 ‘말의 범위를 넘어선

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846년 「Graham’s Magazine」에 실린 글에서, 그는 “나는 글로 적

을 수 없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글로 적으면) 생각을 품었을 때 가

진 명확함보다 훨씬 더 큰 명확함을 가지게 된다.”고 썼다. Poe가 보기

에,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더 명확하고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수단의 

역할을 했다. 그는 글을 쓰는 과정이 자신이 ‘사고의 논리화’라고 부르던 

것에 기여한다고 믿었다.

Poe는 모호한 생각에 직면하면, “나는 글의 도움을 통해, 필요한 형식, 

결과 그리고 정확성을 얻을 목적으로 즉시 글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현대의 자유 작문 기법 옹호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

다. 때때로, 머리에 있는 문제든 종이에 있는 (작문의) 문제든, 작가들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

구문해설 

3행  If they followed the advice of Edgar Allan Poe, 

they would simply pick up their pens ....  ▶ 「If＋주어＋동

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

는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이다. 

7행  ..., “I have never had a thought [which I could not 

set down in words, with even more distinctness than 

that {with which I conceived it}].”  ▶ have had는 경험을 나

타내는 현재완료시제이다.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a thought를 수식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선행사인 that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that은 앞에 나온 distinctness를 대신하는 지시대

명사이다. 

17행  Sometimes, the best way for writers to deal with 
 S

a problem, [whether it is in their head or on the 

page], is to write.  ▶ to deal with는 the best way를 수식하는 
 V SC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고, for writers는 to deal with의 의미

상 주어이다. [ ]는 삽입절로 쓰인 부사절이다. 

문제해설

1 ① 끝에서 시작하라

② 당신의 펜을 가지고 생각하라

③ 자유 작문의 즐거움

④ 실현되기에 너무 모호한 생각들

⑤ 명료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라

2 ① 주의를 끌 수 없는

② 공허해질 위험성이 있는

③ 작가의 신념에 반대되는

④ 말의 범위를 넘어서는

⑤ 소수의 특권 계급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어휘

be  haunted  by  …에 사로잡히다  intriguing  아주 흥미로운  

elusive 규정하기 힘든  subtle 미묘한  set down …을 적어 두다  

d is t inc tness  명확함  conce ive  (생각·계획 등을)  품다  

confront 직면하다  resort to …에 의지하다  forthwith 곧, 즉시  

precision 정확성  advocate 옹호자  [문제] incapable …을 

할 수 없는  compass 나침반; *범위  appreciate 인식하다, 통찰

하다  privileged 특권이 있는

적용독해 read up  pp.124~127

1 ③   2 ③   3 ②   4 ⑤   5 ④   6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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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사실적인 날개를 가진 천사를 그렸으므로, 그의 그림 속 천사들은 ‘그의 

야심 찬 발명품의 초기 초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① 예술을 향한 열정의 산물 

② 신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상징 

④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 같은 생명체

⑤ 동시대 예술가들에 대한 풍자적인 초상화 

3 ② 4 ⑤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대부분의 복권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복권을 사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에 당

첨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지만, 당신이 (여기에) 소비하는 

돈은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대만에는, 다른 종류의 복권이 있다. Uniform  Invoice 

Lottery라고 불리는 이것도 역시 정부를 위해 돈을 조달한다. 차이점은 

이 복권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초

반에 생겨났다. 이 당시에, 대만 정부는 판매세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많은 상점들이 그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것보다 더 적은 매

출을 신고하곤 했다. 그리고 모두가 현금으로 지불했고 상점들은 좀처럼 

영수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인들을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정부는 한 가지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각 영수증

의 상단에 복권 번호를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두 달마다, 복권 

번호가 추첨되곤 했다. 일치하는 번호가 있는 영수증을 가진 사람은 상금

을 받았다. 곧,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모든 물품들에 대해 영수증

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정직한 상점들로 하여금 그들의 판매세

를 전부 내도록 만들었다. 1년 이내에, 정부에 의해 징수된 판매세액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구문해설

1행  In  order  to  play  most lotter ies [run by the 

government], the first thing [(that) you must do] is 

buy a ticket.  ▶ In order to play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첫 번째 [ ]는 most lotteri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first 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all, the only thing, 

the first thing, what 등이 이끄는 절이 do 동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주격보어로는 흔히 to가 생략된 원형부정사가 온다.

3행  This is highly unlikely, but the money [(which/

that) you spend] helps run important government 

programs.  ▶ [ ]는 선행사인 the money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help는 to부정사 또는 동

사원형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5행  [(Being) Called the Uniform Invoice Lottery], it also 

raises money for the government.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3 물품 구매 영수증에 복권 번호를 인쇄하여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요구

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직한 상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한 대만 정부의 

방안에 관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대만에서는 항상 영수증을 요구하

1 ③ 2 ③

재능 있는 화가이자, 위대한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의 미술 작품 속의 아름다운 천사들로 유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게 이것은 다소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다 빈치는 그 시대의 다른 예술

가들만큼 신앙심이 깊은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자인 

측면에서, 다 빈치의 천사들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독실한 기독교인 예술

가들의 천사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다 빈치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발명가였기 때문에, 그의 가장 열정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인간의 비행이었다. 그래서, 천사들을 성경에서 언급되

는 종교적 존재로 그리기보다는, 다 빈치는 그들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미래의 인간으로 그렸다. 이것은 ‘수태고지’라는 그의 초기 그림 중 하

나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1470년대 무렵 그려진 이 작품은 대단히 

사실적인 날개를 가진 천사를 특징으로 한다. 그 날개들은 마치 정성 들

여 디자인된 것처럼 인간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져, 거의 살아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 당시, 다 빈치는 이미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든다는 생각

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그는 이러한 생각을 계속 연구하여, 인간이 착용할 

수 있는 한 쌍의 날개로 구성된 비행기를 고안해 냈다. 요컨대, 그의 그림 

속 아름다운 천사들은 그의 야심 찬 발명품의 초기 초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구문해설

7행  Therefore, rather than painting angels as the 

religious beings [mentioned in the Bible], da Vinci 

portrayed them as futuristic humans with the ability 

to fly.  ▶ 「rather than ...」은 ‘…보다는’의 의미이다. 두 개의 as는 

모두 ‘…로서’를 의미하는 전치사이다. [ ]는 the religious being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to fly는 the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11행  The wings almost appear to be alive, [(being) 

shaped to fit the human body as if they had been 

carefully designed].  ▶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

로,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as if＋가정법 과거완료」는 ‘마치 …였던 것

처럼’의 의미이며 주절보다 이전 시점의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15행  ..., he worked on this idea, designing flying 

machines [made up of a pair of wings {that could be 

worn by humans}].  ▶ designing 이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 ]는 flying machines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 }는 

선행사인 a pair of wing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1 다 빈치가 자신의 작품에서 천사들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래의 

인간으로 그렸고, 이후 비행기를 고안해 냈다는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한 예술가의 날개에 대한 집념’이 가장 적절하다.  

① 다 빈치의 비밀 종교 

② 예술에서 천사를 상징으로 사용하기

④ 누가 비행기를 실제로 발명했는가?

⑤ 두 위대한 화가들 간의 경쟁

2 다 빈치는 비행기를 고안해 내기 전에, 자신의 미술 작품에서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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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ing ....  ▶ [ ]는 선행사인 the Bosnian War를 부연 설명하

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After the war, people began to fill in these holes 

with red wax, [giving them a floral appearance].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7행  [(Being) Found on the streets {where people now 

carry out their everyday tasks}], they remind us that 

....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 }는 선행사인 the street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문제해설

5 내전 당시 폭격으로 인해 생긴 아스팔트의 구멍에 붉은 왁스를 채워 

만든 꽃 모양의 사라예보 장미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사라

예보 장미: 아스팔트에 새겨진 고통스러운 전쟁의 기억’이 가장 적절하다. 

① 보스니아의 장미를 재배하는 전통 

② 끔찍한 전쟁 후, 사라예보시가 침략자들을 용서하다 

③ 보스니아: 아름다운 꽃에 의해 시작된 맹렬한 전쟁

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를 재건하는 혁신적인 방법

6 사라예보 장미는 내전 당시 무차별적인 폭격에 의해 생긴 아스팔트의 

구멍에 붉은 왁스를 채워 만든 것이므로, 빈칸에는 ③ ‘전쟁의 물리적 상

흔’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 도시의 독특한 문화 

② 분쟁의 원인 

④ 그 도시의 평화와 아름다움

⑤ 적에 대한 용서

 문제해설

(A )  전치사인 A l o n g  w i t h  뒤에 명사구인 t h e  s e r i o u s 

psychological damage가 와야 하므로, 이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suffered가 적절하다. 

(B) 「the number of＋복수명사」는 ‘…의 수’의 의미로 단수 취급한다. 

따라서 단수동사인 was가 적절하다.

(C) 관계사절의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the streets이고 관계사절

의 문장 성분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인 where가 적절하다. 

편찮아지셔서 입원을 하셔야 했다. 할머니의 신장이 문제였고, 의사는 가

엾은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즉시 수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밤

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D) 문제는 할머니의 혈액형이, 오늘날에도 매우 희귀하지만, 그 당시에

는 혈액은행이 없어서 훨씬 더 구하기 힘들었던 AB–형(Rh– AB형)이

라는 것이었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가엾은 참전 용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왔다. 그는 가족

라’가 가장 적절하다. 

① 세계의 독특한 복권들

③ 부정직한 상점들이 복권을 망치다 

④ 복권 상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⑤ 대만이 최초의 판매세를 만든 방법 

4 빈칸에서 일반 복권과의 차이점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이 복권은 영

수증 위에 복권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이 복권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 

① 우승자는 (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다 

② 그것은 사업주들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이것은 아무도 당첨되길 원하지 않는 복권이다 

④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당첨금을 받는다 

5 ④ 6 ③    ③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라예보 장미’는 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매

우 다른 것이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동안, 

사라예보시(市)는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군으부터 맹렬한 폭격을 받

았다.

이 도시의 주민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엄청난 물리적 

파괴가 이 도시 자체에 가해졌다. 피해의 한 가지 흔한 형태는 박격포 폭

발에 의해 생겼는데, 이것은 도시의 아스팔트에 구멍을 남겼다. 전쟁 후

에, 사람들이 이 구멍들을 붉은 왁스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것들이 사라예보 장미이다. 

도시의 폭격 동안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져서, 

그것들은 전쟁의 물리적 상흔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 얼마나 많이 만

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 도시에 떨어진 포탄의 수는 엄

청났다. 사라예보는 1,335일 동안 포위당했고, 이 기간 동안 매일 300

개 이상의 폭탄이 이 도시에 떨어졌다. 

일부 사라예보 장미들은 도시 복원 시 지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라예보 장미들이 남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

상적인 일을 하는 거리에서 발견되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쟁의 공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구문해설

2행  During the Bosnian War, [which took place from 

1992 to 1996], the city of Sarajevo underwent intense 

적용예제 pp.128~129

1 ④   2 ⑤   3 ④

1 ④ 2 ⑤ 3 ④

(A) 1949년, 나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집으로 막 돌아오셨다. 슬프게도, 

가족과 재회한 이 감격에 곧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께서 많이 

PART 5 02 장문 독해하기 Ⅱ — 순서 배열 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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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들 모두가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

을 불러 모으러 갔다.

(B) 아버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군복 차림의 한 군인이 빗

속에서 차를 얻어 타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아버지는 그 히치하이커를 태워 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마치 그 

자신의 외부의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멈추도록 하게 한 것 같았다. 차를 

탄 후 그 군인은 곧바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아버

지는 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의사가 그의 어머니의 혈액형인 AB–형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녀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안은 아주 

조용해졌다. 

(C) 그때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군인이 손바닥을 편 채로 아버지에게 자신

의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목에 걸고 있던 그의 인식표가 놓여 있었

다. 인식표에 쓰인 혈액형은 AB–형이었다. 그 군인은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할머니를 47년 뒤

인 1996년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보

내 주신 천사였다고 생각하셨다.

구문해설

(B) 4행  It was almost as if something outside himself 

pulled him to a stop.  ▶ 「as if＋가정법 과거」는 ‘마치 …인 것처

럼’의 의미이며, 주절과 같은 시제의 반대 사실을 가정한다.

(C) 1행  Then this unidentified soldier extended his 

hand out to my father, [palm (being) up].  ▶ [ ]는 동시동작

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being이 생략되었으며, 주절의 주어와 분사

구문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인 palm을 생략하

지 않은 형태이다.

(D) 1행  The problem was that my grandmother’s blood 

type was AB–, a very rare type even today, but even 

harder to get then because there were no blood 

banks.  ▶ AB–와 a very rare type은 동격이다. much, still, 

even, far,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to get은 

형용사인 harder를 수식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다. 

문제해설

2 (e)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길에서 만난 군인을 가리킨

다.

3 ④ 아버지로부터 할머니에 관한 사연을 들은 군인이 자발적으로 할머

니를 돕겠다고 했다.

어휘

reunion  재회  overshadow  그늘지게 하다; *우울하게 하다  

hospitalize 입원시키다  kidney 신장  blood transfusion 수혈  

hitchhike  지나가는 차에 무료로 편승하다  be  drenched  to 

the  skin  흠뻑 젖다  utterly  완전히  exhausted  기진맥진한  

unidentified  신원 미상의  extend  (손·발 등을) 뻗다[내밀다]  

veteran 퇴역 군인, 참전 용사

적용독해 read up  pp.130~133

1 ⑤   2 ①   3 ①   4 ③   5 ④   6 ④ 

1 ⑤ 2 ① 3 ①

(A) 졸업 앨범이 배포되던 날, 아무도 수학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

다. 우리는 서로의 앨범에 서명하느라 매우 바빴다. 나는 내 앨범에 사람

들이 나에게 뭐라고 썼는지 어서 빨리 보고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내 손

에 되돌아왔을 때, 나는 열심히 페이지를 넘겼다. 무언가가 내 눈에 띄었

는데, 그것은 뒤 페이지에 큰 글씨로 ‘안녕, 못난아!’라고 써 있는 것이었

다. 그 말을 읽기 전에는, 나는 내가 잘생겼는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D) 당황하고 실망한 나머지, 나는 아무에게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

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나를 보는 누구라도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이었

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나는 누군가를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내

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와 같은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러면 그

녀는 비슷한 말로 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런 말을 내게 할 때마다, 

나는 나의 7학년 졸업 앨범에 쓰여 있던 그 사실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숙

이곤 했다.

(C) 나의 반응을 보며, 그녀는 “당신은 왜 내가 당신이 잘생겼다고 말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라고 묻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졸업 앨범에 

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내가 내린 결론들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

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7학년 시

절 당신을 잘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요! 내 말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당신은 미

남이에요.” 비록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아내의 말에 대해 생

각해 보기로 했다.

(B) 나는 그것에 대해 얼마간 생각해 보았고, 내 아내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오래 전에 내 졸업 앨범에 글을 쓴 그 사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아내를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믿을 것이다. 그렇다, 내 코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분명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 중의 하

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수록, 나는 내가 잘생겼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

구문해설

(B) 5행  The more I listen to those who love me, the 

more I know I’m handsome.  ▶ 「the＋비교급 ..., the＋비교

급 ~」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의 의미이다. 「those who ...」는 

‘…하는 사람들’의 의미이다. 

(C) 6행  [Though not (being) entirely convinced], I 

decided to give ....  ▶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

로 양보를 나타내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를 남겨 두었다. 분

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 만든다.

(D) 1행  [(Being) Embarrassed and disappointed], I 

never told anyone about this.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

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이유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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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축복들 가운데 최고는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임을 배웠다. Betty는 그녀가 이것을 일찍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구문해설

(A)  1행  Honduras is  a smal l  country in Centra l 

America, [where many children are poor, …].  ▶ [ ]는 선

행사인 a small country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

이다.

(B) 2행  They learned [that the best {of all blessings} is 
 S V

to be able to give something to others].  ▶ [ ]는 learned의 
 SC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the best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C) 2행  It was sponsored by Mrs. Patricia King, [who 

had adopted two sons from this developing country].  

 ▶ [ ]는 선행사인 Mrs. Patricia King을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had adopted는 주절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

전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D) 2행  How could you not adore a child [who wants 

only a multi-colored pen for his fourteenth birthday]? 

 ▶ [ ]는 선행사인 a child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D) 4행  It was their job [to repaint the boys’ room and 

the hard iron bunk bed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문제해설

4 Betty와 또래 친구들이 온두라스에서 2주간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

다는 내용인 (A)에 이어서 그 여행의 성격과 온두라스에 도착하여 겪었

던 고생스러운 생활에 대해 서술하는 (C)가 오고, 아이들과 보낸 좋은 시

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D)가 이어진 후,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

고 돌아온 후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언급한 (B)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5 (d)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Betty와 친

구들을 가리킨다.

6 ④ Patricia King 부인의 후원을 받긴 했지만, 온두라스에서의 생

활은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했다.

Grammar special pp.134~137

point1   1 makes   2 apologizes   3 had rained 

4 was 

point2   1 talking   2 to pick up   3 destroying 

4 stealing

1 ⑤   2 ⑤   3 ⑤   4 ④   5 ②

point1

1  나는 어렸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 불변의 진

리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시제를 써야 하므로 makes가 적

절하다. 

(D) 5행  But whenever she said things like that to me, 

I would look down, [remembering the truth {written 

inside ...}].  ▶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적인 행

동을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the truth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문제해설

1 필자가 어릴 적에 자신의 졸업 앨범에 써 있던 놀림의 글을 읽는 내용

의 (A)에 이어, 그로 인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어 결혼 이후에도 

계속 자신감이 없었다는 내용의 (D)가 오고, 아내에게 그 이유를 말하자 

아내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내용의 (C)가 이어진 후, 아내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자신감을 회복하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

스럽다.

2  (a)는 필자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필자의 아내를 가리킨다.

3 ① 필자는 졸업 앨범을 받고 반 친구들과 서로 서명을 해 주었다고 했

다.

<오답노트>

② 졸업 앨범에 쓰여진 글을 읽기 전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③ 여전히 자신의 코가 크다고 생각한다.

④ 아내의 말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전혀 믿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⑤ 아내에게 종종 아름답다는 말을 해 주곤 했다.  

4 ③ 5 ④ 6 ④

(A) 온두라스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국가로, 많은 어린이들이 가

난하고, 집이 없고, 부모가 없으며, 궁핍한 곳이다. 이곳은 Betty가 18

명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2주간의 여름 방학을 보내기로 했던 곳이다. 그

들은 출발하기 전에 8주 동안 매주 말라리아 약을 복용하고, 감마 글로

불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그들은 낡은 옷과 손전등, 벌레 퇴치제, 그리고 

열린 마음을 준비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

(C) 이 여행이 대부분의 십대들이 꿈꾸는 그런 방학 여행은 아니었기 때

문에 Betty는 마지막 준비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여행은 

Patricia King 부인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녀는 두 아들을 이 개발 도상

국(= 온두라스)에서 입양했다. 그녀의 호의 덕분에, 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들은 오직 최소한의 생필품에만 의존하며,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더위는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였으며, 정화되지 않은 하수 오물의 냄새가 지속되었다. 모든 것에 

먼지가 달라붙었고, 그들은 오염된 물에서 샤워하기 위해 눈을 감고 숨을 

참아야만 했다.

(D) 하지만, 그들은 만나자마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아이들과 2

주 동안 마음을 나누었다. 자신의 열네 번째 생일 선물로 단지 여러 색이 

있는 펜 한 자루를 원하는 아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

은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세계에서 살았다. 남자아이들의 방과 딱딱한 

철제 이층 침대를 다시 칠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그들은 여자아이들

의 머리를 감기고 땋아 주고, 그들의 손톱을 칠해 주었다. 2주가 이렇게 

지나갔다.

(B) 헤어질 때가 되자, 그들은 포옹과 키스를 하고,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달라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더 나아져서 말이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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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른다. 돈과 같은 자원이 소비될 때,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얻게 된다. 또한,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천연 자원 중 

특정한 하나가 전부 다 소모되도록 허용한다면, 그 나라는 손실을 입기

는 하지만 대개 적절한 대체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야생 생물은 근본

적으로 다른 종류의 자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소모될 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고갈되면 

그것은 어떤 무생물 자원들이 그런 것처럼 대체될 수도 없다. 야생 생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다.

구문해설

1행  Of all of the many resources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here on Earth], our wildlife is perhaps the 

one [most in need of protection and conservation].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many resourc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두 번째 [ ]는 the 

one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6행  Wildlife, however,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sort 

of resource, since, [when (it is) wasted], it doesn’t 

benefit anyone else.  ▶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when이 이끄는 부사절 [ ]에서 접속사 when 다음에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be동사」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A) 주절의 주어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앞의 When이 이끄는 부사절에

서 쓰인 a resource like money를 가리키는 대명사 it이 적절하다.

(B) 동사 permi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be가 적절

하다.

(C) are  replaced가 와야 하는 자리이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replaced가 생략된 형태인 are가 적절하다.

3 ⑤
에메랄드에 대한 관심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고대 아시아에서는, 

이 초록색 보석이 사랑의 신과 여신상을 장식하기 위해 쓰였고, 한편 로

마인들은 에메랄드를 (몸에) 걸침으로써 자신의 연애운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에메랄드를 걸쳐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돋보이게 함으로

써,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

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에메랄드가 눈의 피로를 감소시켜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에메랄드 렌즈를 연마하게 했다. 수 세기에 걸쳐, 사

람들은 미래를 점치는 것에서부터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증진시

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용도로 에메랄드를 사용해 왔다.

구문해설

4행  It is said [that by wearing emeralds and setting 

off her lovely reddish hair, Cleopatra managed to 

captivate Antony].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by＋

v-ing」는 ‘…함으로써’의 의미로, 동명사 wearing과 setting off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6행  Nero, a Roman emperor, had an emerald lens 

ground for him because ....  ▶ Nero와 a Roman emperor

는 동격이다. 사역동사 had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 관계이므로 

2  그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 조

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므로 현재시제인 

apologizes가 적절하다.

3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도로가 매우 젖어 있었다.  ▶ 도로가 

젖어 있던 과거의 시점보다 비가 온 것이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시제인 had rained가 적절하다.

4  월드컵 축구 경기로 인해, 2002년에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 in 2002라는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쓰였으므로, 

단순과거시제인 was가 적절하다.

point2

1  얘기하는 것을 멈추고 연사가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라. ▶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인 「stop＋v-ing」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오늘 오후 집에 오는 길에 Ann을 태워 올 것을 기억해라.  ▶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인 「remember＋to-v」를 쓰는 것이 적

절하다.

3  마을 사람들은 그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것은 17

세기에 지어졌다.  ▶ ‘…에 반대하다’의 의미인 「object to＋v-ing」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한 로마 가톨릭 사제가 그의 교구민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훔쳤

음을 시인했다.  ▶ admit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stealing이 적절하다.

1 ⑤
오늘날에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한 것 때

문에 여성이 구속될 수도 있는 시절이 있었다. Susan B. Anthony가 

1872년에 구속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 후, Anthony는 평등권 운동의 거물이 되었다. 이 운

동의 큰 업적 중 하나는 192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헌법 수정 제19

조가 통과되면서 마침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게 되었다. 수정 법안이 

통과된 공의 상당 부분은 Anthony에게 있는데, 그녀는 안타깝게도 (수

정 법안이 통과되기) 14년 전에 사망했다.

구문해설

1행  ..., there was a time [when voting in a presidential 

election could result in a woman {being arrested}]. 

 ▶ [ ]는 선행사인 a time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 }는 전치사 in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며 a woman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

어이다.

2행  It was for exactly this crime that Susan B. 

Anthony was arrested in 1872.  ▶ 「It is ... that ~」 강조구

문으로 ‘~한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⑤ Anthony가 사망한 때는 수정 법안이 통과된 과거의 시점보다 더 이

전이므로, has died를 과거완료시제인 had died로 고쳐야 한다.

2 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많은 자원들 중에서, 

어쩌면 야생 생물이 보호와 보존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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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사인 ground가 쓰였다. 

문제해설

⑤ ‘A부터 B까지’의 의미인 「from A to B」 구문의 to는 전치사이므로, 

improve를 동명사인 improving으로 고쳐야 한다. 

4 ④
비록 그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Ohio 주의 하원 의

원인 Dennis Kucinich는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 몇몇 아이디어들을 선보였다. 특히, 평화부가 정부의 조직으로 설립

되어야 한다는 그의 제안은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은 부서는 전 세계

적으로 폭력을 중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조사를 수

행하여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증진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도 있다. 평화부는 또한 사람들이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게 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정

책들은 분명 전 세계에 걸쳐서 생명을 구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공존

하는 평화적인 방법들을 찾는 데 전념함으로써, 미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문해설

3행  In particular, his proposal [that a department 

of peace (should) be established as part of the 

government] ....  ▶ his proposal과 [ ]는 동격이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등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의 동격으로 쓰인 that절의 동사는 

「(should)＋동사원형」으로 쓴다. 

5행  It could investigate and then help to create 
 V1 V2

condit ions [ that  tend to promote peace,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 help는 목적어로 to부정사나 동

사원형을 취할 수 있다. [ ]는 선행사인 condition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의 의미이며 부

사인 domestically와 abroad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10행  By making a commitment to finding peaceful 

ways to coexist with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ould set a much better example than in the 

past.  ▶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동명사 finding이 쓰였다. to coexist

는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much, still, 

even, far,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문제해설

④ allow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므로, resolving을 to 

resolve로 고쳐야 한다. 

5 ②
일본의 한 작은 어촌에는, 그 지역의 어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

든 고래들의 사망을 기록하는 한 불교 승려가 있다. 그 고래들은 불교식 

이름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동일한 방

식으로 기록된다. 그 마을은 300년이 넘게 이렇게 해 오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미처 태어나지 못한 새끼가 암컷 고래의 몸에서 발견되면, 그것은 

묘비와 꽃이 있는 무덤에 묻힐 것이다. 비록 고래가 여전히 죽임을 당하

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작은 친절의 행위들이 바다의 이 지적 생명체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의 역할을 한다.

구문해설

1행  ..., there is a Buddhist priest [who keeps a death 

register of all the whales {that are killed by local 

fishermen}].  ▶ [ ]와 { }는 각각 선행사인 a Buddhist priest와 

all the whal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2행  The whales are given Buddhist names, [which are 

recorded in the same way that the name of a dead 

person would be (recorded)].  ▶ [ ]는 선행사인 Buddhist 

nam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반복

을 피하기 위해 would be 뒤에 recorded가 생략되었다.

문제해설

(A) 문장 성분 중 동사가 빠져 있으므로, 수동태 형태의 동사인 are 

given이 적절하다.

(B)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므로, is

가 적절하다.

(C) 「주어＋동사」의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인 Although가 적

절하다.

Word test  p.138

1 …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2 격렬한, 심한   3 오염시키다   

4 존경하다, 공경하다   5 …에 달라붙다   6 있음직하지 않은, 가

망 없는   7 헌신하다, 전념하다   8 겪다, 받다   9 …에 사로잡히

다   10 지속적인   11 폭발하다, 폭발시키다   12 갈다, 연마하다   

13 외양   14 필수품   15 영수증   16 …에 의지하다   17 장식

하다   18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19 알맞은, 적당한   20 …의 

마음을 사로잡다   21 (생각·계획 등을) 품다   22 채택하다, 입

양하다   23  결심하다, 해결하다   24  (법안 등의) 수정(안)   

25 대신하는 것, 대용품   26 똑같은, 획일적인   27 특징으로 삼다   

28 보존   29 동시대의, 현대의   30 복원, 재건   31 privileged   

32  remind    33  conflict    34  arrest    35  aspect   

36 resource   37 in need   38 wildlife   39 obsession   

40 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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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지역 언어에 대한 학부 과정을 도입하였다.

구문해설

3행  [(Being) Partly based on English], it might sound 

vaguely familiar to an English speaker but will not 

always be intelligible.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이유를 나타낸다. 「not always ...」는 ‘항상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⑤는 Manoa에 있는 Hawaii 대학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하와이

의 피진어를 가리킨다. 

3 ②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 용어는 컴퓨터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인터

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든 유형의 매체를 가리

킨다. (B) 그 용어는 웹 출판이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

고 일반 대중이 새로운 매체 기술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함

에 따라 2005년경에 처음 생겨났다. (A) 그러한 기술들은 위키 백과, 포

럼, 블로그, 비디오, 팟캐스트를 포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일반 대중에 

의해 만들어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C) 

이러한 새로운 매체 기술의 사례들과 더불어,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또한 

공동 제작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뿐만 아니라 무료 개방형 소스 소

프트웨어까지 아우른다.

구문해설

3행  Such technologies include wikis, forums, blogs, 

videos and podcasts, [all of which are produced by 
 V1

the general public and are available for free ...].  ▶ [ ]는 
 V2

선행사인 wikis, forums, blogs, videos and podcast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9행  ..., user-generated content also encompasses 

f ree,  open-source software as wel l  as works 

[produced under collaborative licenses].  ▶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의미이다. [ ]는 works를 수식하는 과

거분사구이다.

문제해설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그 용어가 처음 생겨난 시기와 배경을 언급한 (B)가 가장 먼저 이어지고, 

새로운 매체 기술의 예들을 언급하는 (A)가 이어진 후, 또 다른 사용자 제

작 콘텐츠의 예를 제시하는 (C)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 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인질극은 공포스러운 사건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주

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가 행동을 취하기에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

다. 인질들의 목숨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면, 정치인들은 인

MINI TEST 1회  pp.140~143

1 ④   2 ⑤   3 ②   4 ①   5 ③

1 ④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똑똑한 것 이상이다. 그

들은 매우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창의적이고 상상력도 풍부하여, 자

유롭게 사고하고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한계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분명히, 천재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주요 특징들 중 하나는 

중요하지 않거나 무관한 정보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천

재들은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간주하여 그저 무시하는 사소한 것들

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관점은 더 풍부해지고 좀 더 

복잡해지며,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계속 열려 있게 된다.

구문해설

2행  ..., they are also highly creative and imaginative, 

[(being) capable of thinking freely and questioning 

the limits of {what people believe to be possible}].  ▶ [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4행  Apparently,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shared 
 S

by geniuses] is their inability to disregard unimportant 
 V

or irrelevant information.  ▶ 주어가 단수명사인 one이므로 단수

동사 is를 썼다. [ ]는 the key characteristics를 수식하는 과거분

사구이다. to disregard는 their in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천재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제로는 ④ ‘천재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가장 적절하다.

① 천재들을 위한 집중 교육의 필요성

② 천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③ 천재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교육

⑤ 천재성과 정신 질환 간의 관련성

2 ⑤
하와이의 피진어는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그 섬의 농장에 일을 하

러 와서 자신들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

하면서 형성되었다. 어느 정도는 영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어 사용자에게는 조금 친숙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항상 이해할 수 있

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 그것은 그것을 그저 부정확한 구어체 영어

라고 여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하와이의 교수들 또한 그것

의 가치를 별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년에 걸쳐서 그것은 다시 

유행하고 있고, 일부 하와이의 대학들은 하와이의 피진어를 수용하기 시

작했다. Manoa에 있는 Hawaii 대학은 그런 기관의 하나로, 2007년

MI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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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global food production has ...].  ▶ [ ]는 remind

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that절 안에 삽입된 부사절이

다. since는 ‘…이래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6행  ..., the Green Revolution expanded world grain 

production 2.6-fold, [raising the per capita ...].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A)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내용이므로, remind가 적

절하다.

(B) 식량 생산을 2.6배 ‘확대시켰다’는 내용이므로, expanded가 적절

하다.

(C) 뒤에 자원 ‘부족’에 대처한 시장의 사례가 이어지므로, scarcity가 

적절하다.

MINI TEST 2회  pp.144~147

1 ④   2 ③   3 ②   4 ④   5 ③ 

1 ④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피지 섬에서는 체중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것은 피지 문화가 전

통적으로 풍만한 외모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과체중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다른 사회에서 그런 만큼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은 아

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피지 사람들의 이러한 독특한 기준은 공동체를 강

조하는 그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음식을 

제공하고 접대하는 것을 통해 자주 표현되는 나라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소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다른 여

러 사회에서 존재하는 날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피지에서는 대체로 존

재하지 않는다.

구문해설

1행  ..., on the Fiji Islands books about how to lose 
 S

weight have a slim chance of becoming bestsellers. 
 V

 ▶ 주어가 복수명사인 books이므로, 복수동사 have를 썼다. 「how 

to-v」는 ‘…하는 방법’의 의미이다.

3행  ... a full figure, so fear of being overweight is not 

as motivating a force as it is (a motivating force) in 

other societies.  ▶ 「not as ... as ~」는 ‘~만큼 …하지 않은’

의 의미이다. as motivating a force와 같이 so나 as가 쓰인 경우 

「so[as]＋형용사＋관사＋명사」의 어순을 따른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it is 뒤에 a motivating force가 생략되었다.

8행  Consequently, the pressure to be thin, [present in 
 S

many other societies], is largely absent in Fiji.  ▶ 주어가 
 V

단수명사인 the pressure이므로, 단수동사 is를 썼다. to be는 the 

pressur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는 주어와 동

사 사이에 삽입된 형용사구로, 주어인 the pressure를 부연 설명한다.

질범들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것이 실행 가능

한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방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테러범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정치인들은 이후 다

른 과격분자들에게 인질을 잡는 것이 그들의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인질범들에게 몸값

을 지불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이 또다시 시도될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분명히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극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구문해설

6행  ..., politicians set a precedent for the future [that 

suggests to other extremists {that the taking of 

hostages may enable ...}].  ▶ [ ]는 선행사인 a preceden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suggests의 목적어로 쓰인 명

사절이다.

9행  It is essential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a 

firm stance on this issue to demonstrate {that under 
 부사구

no circumstances does hostage taking work}].  ▶ It은 
 조동사 S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It is 다음에 필요·당위 등을 나타내는 형

용사 essential(필수적인), necessary(필요한), imperative(필

수적인), important(중요한), desirable(바람직한) 등이 오면 이어

지는 that절에는 「(should)＋동사원형」을 쓴다. to demonstrate

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 o부정사이다.  {  }는  t o 

demonstrat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부정의 부사구 under 

no circumstances가 that 절의 앞부분에 나오면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었다.

문제해설

필자는 정부가 인질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등의 협상을 하는 것은 장기

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5 ③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기근과 자원 고갈의 불행 속으

로 돌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토머스 맬서스가 머지않

아 인구수가 식량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한 지 두 세기가 지난 후

에도 세계의 식량 생산이 대체로 인구 증가보다 훨씬 앞선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950년에서 1984년 사이에, 녹색 

혁명은 세계 곡물 생산을 2.6배 확대시켜, 1인당 곡물 수확량을 40%나 

증가시켰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시장이 (자원) 부족에 대처한 수많은 사

례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의 석유 파동 이후 자동

차 제조 회사들은 연비가 좋은 신형 자동차들을 설계했고, 마일당 휘발유 

소비는 1973년에서 1988년 사이에 29% 감소했다.

구문해설

2행  However, economists remind us [that {in the 

two centuries since Thomas Malthus predicted 

that human numbers would soon outstrip th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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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이 있었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집

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18년간이나 혼자 묻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프다.

구문해설

2행  Her bag turned up at a bus stop in Glasgow, 

[raising everyone’s hopes], ....  ▶ [ ]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It’s too painful [to imagine {what happened to her 

after she accepted a ride ...}].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

이다. { }는 to imagine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이다.

9행  [Thinking of my beloved sister lying alone so far 

from home for eighteen years] breaks my heart. 

 ▶ 동명사구인 [ ]가 문장의 주어이므로 동사는 3인칭 단수에 수를 일치

시킨다.

문제해설

필자는 18년간 실종 상태였던 여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비통함과 슬픔

을 느꼈을 것이다.

4 ④
50세 이상의 성인 18,531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는 참가자들

의 신체 능력을 조사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사람들과 만성적인 통증

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다. 만성적인 통증을 경험하지 않았던 50

세에서 59세 사이의 참가자들 중 37%는 1마일을 달릴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 블록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 연령 집단에서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겨우 9%만이 1마일을 달릴 수 있

었고, 고작 절반만이 걷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사실상, 만성적인 통

증이 있는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80세에서 89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했는

데, 이 연령 집단 사람들의 4%가 1마일을 달릴 수 있었고, 55%가 몇 블

록 정도를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지속적인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수십 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전반적인 신체적 능력을 갖는 경향이 있다.

구문해설

1행  A recent study [involving 18,531 adults aged 50 

and over] investigated the participants’ physical 

abilities and made comparisons ....  ▶ [ ]는 A recent 

study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investigated와 mad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7행  In fact, the results [for people aged 50 to 59 with 
 S

chronic pain] were almost identical to the results for 
 V

participants aged 80 to 89, ....  ▶ 주어인 the results가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동사인 were가 쓰였다. [ ]는 the result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문제해설

연구 결과 지속적인 통증을 앓는 환자들의 신체적 능력이 나이가 서른 살

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 능력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해설

전통적으로 풍만한 외모를 선호하는 피지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는 글

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풍만함에 대한 피지 사람들의 선호’가 가장 적절

하다.

① 과체중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

② 체중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

③ 다이어트: 피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쟁점

⑤ 피지의 더 높은 비만 발생률

2 ③
목재에 기반한 종이에 대한 대안은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통적인 종

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서, 오늘날 벌목되는 나무 세 그루 중 한 그루

는 종이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펄프로 전환된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짐에 따라 종이 재활용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지만, 재생 종이조차

도 그 생산을 위해 목재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생 종이보다 더 효

과적인 해결책은 목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종이일 것이다. 척박한 재배 

환경에서도 빠르게 잘 자라는 식물로 만들어진다면, 목재를 사용하지 않

은 종이 대용품은 전통적인 종이보다 훨씬 더 환경친화적일 것이다. 목

화, 나무껍질, 지푸라기, 코코넛 껍질에서 나오는 섬유질은 모두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바라건대, 이러한 원

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종이 대용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용 가능해지

면 좋겠다.

구문해설

3행  Alternatives to tree-based paper can be difficult 

to obtain.  ▶ to obtain은 형용사인 difficult를 수식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7행  [(Being) Made from plants {that grow rapidly and 

well ...}], tree-free paper substitutes would be much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than conventional 

paper.  ▶ [ ]는 문두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조건을 

나타낸다. { }는 선행사인 plant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much, even, still, far,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

한다.

문제해설

주어진 문장은 재생 종이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재생 종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장과 목

재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문장 사이인 ③에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②
내 여동생 Muriel이 사라진 후에, 그녀의 실종에 관한 뉴스는 몇 달간 모

든 지역 신문의 1면에 실렸다. 그녀의 가방이 Glasgow의 한 버스 정류

장에서 발견되어 모두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그것은 텅 비어 있었

고 그녀의 행방에 관한 어떤 단서도 밝히지 못했다. 이윽고, Muriel에 대

한 수색은 중단되었다. 18년이 흘렀다. 그때, 경찰이 또 다른 실종된 십

대를 수색하던 중, 내 여동생의 시신이 집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한 정원

에 묻힌 채로 돌연 발견되었다. 18년 전 그날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버

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태워주겠다는 것을 수락한 후에 그녀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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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heart}].  ▶ 첫 번째 [ ]는 문장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이다. an important practice와 두 번째 [ ]는 동격이다. { }는 선행

사인 o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8행  We should operate as sensibly as our hearts, 

[taking short but frequent breaks ...].  ▶ 「as＋부사의 원급＋

as ...」는 ‘…만큼 ~하게’의 의미이다.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문제해설

우리의 심장을 예로 들면서 짧지만 잦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지구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므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2 ④
미국의 대부분의 주(州)에는 사슴 사냥을 제한하는 매우 엄격한 법이 있

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한 사냥꾼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너무 많은 사

슴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산림청은 꼭 사슴처럼 보이고 (사슴처럼) 행

동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 사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길 

근처의 숲에 놓여진다. 만일 사냥꾼이 그것을 쏘려고 하면, 경찰이 숲에

서 나와 그 사람의 사냥 허가증을 확인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밀렵꾼

들은 매년 더 많은 사슴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 사냥꾼은 사슴을 잡

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냥꾼을 잡은 것은 바로 사슴이다.

구문해설

4행  This robot-deer is left in the woods near a road 

[where people will see it].  ▶ [ ]는 a road를 수식하는 관계부

사절이다.

6행  [Knowing this], poachers are trying to catch more 

deer each year.  ▶ [ ]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The hunter may have wanted to get a deer, but it 

is the deer that has gotten the hunter.  ▶ 「may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

측을 나타낸다. 「it is ... that ~」은 ‘~하는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의 

강조구문이다. 

문제해설

불법적인 사슴 사냥을 막기 위해 산림청에서 로봇 사슴을 개발하여 밀렵

꾼을 잡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밀렵꾼들이 더 많

은 사슴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내용의 ④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3 ④
Ada Lovelace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

명한 낭만주의 시인인 Lord  Byron이었는데, 그녀가 태어난 직후 

Lovelace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사실, Lovelace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전남편을 닮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녀는 런던에서 Ada에게 과학을 가르쳤고 폭넓은 수학 개인 교습을 시

켰다. 그것은 그녀가 뛰어났던 분야였다. 1833년, 17세 때 Lovelace

는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의 일부를 고안해 낸 공학자인 Charles 

Babbage를 만났다. 1842년에서 1843년 사이에 그녀는 그의 해석 

기관에 관한 논문들을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의 고안자만큼

5 ③
1814년 칠레 독립 전쟁 중에, 동물 부대가 한 칠레 지도자를 죽음에서 

구했다. 그 사건은 Bernardo O’Higgins라는 이름의 칠레 반군 지도

자와 그의 부하들이 스페인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일어났다. (B) 그 칠레

인들은 (적군보다) 수적으로 몹시 열세했다. O’Higgins 자신도 부상을 

입었고 투항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현지 가축들을 

모으도록 시켰다. (C) 그 반군들은 그러고 나서 허공에 총을 쏘아, 가축 

떼를 놀라게 해서 그것들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게 만들었다. 스페인 병사

들은 자신들이 말, 소, 돼지, 개의 부대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

고 매우 놀랐다. (A) O’Higgins와 그의 부하들은 스페인 병사들의 혼란

을 이용해서 산속으로 안전하게 피신했다. 후에, O’Higgins와 그의 군

대는 다시 돌아와서 스페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구문해설

10행  He had his soldiers gather together as many 

local farm animals as possible.  ▶ 사역동사 had의 목적격보

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as＋형용사의 원급＋as possible」은 ‘가능

한 한 …한’의 의미이다. 

11행  The rebels then shot their guns into the air, 

[frightening the herd of animals and causing them to 

rush toward the enemy camp].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cause A to-v」는 ‘A로 하여금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칠레의 반군 지도자와 그의 부하들이 스페인 군대에 포위되었던 상황을 

서술한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가축 떼를 모으라고 명

령하는 내용의 (B)가 가장 먼저 이어지고, 이 가축 떼를 이용해 적을 교

란시킨 내용의 (C)가 이어진 후, 그 틈을 타서 산속으로 피신했다가 나중

에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MINI TEST 3회  pp.148~151

1 ④   2 ④   3 ④   4 ③   5 ② 

1 ④
실험들은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신체 활동을 위한 사람의 

지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분명, 짧지만 잦은 휴식을 취

하는 것은 중요한 습관으로, 그것은 인간의 심장 또한 사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을 쉴 새 없이 일하는 장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은 매번 수축한 후에 짧지만 확실한 휴지기를 갖는다. 분당 70번 박

동의 적당한 속도로, 심장은 일하는 데 하루에 겨우 약 9시간만을 소비한

다. 이것은 심장이 매시간 22분만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하

는 시간 동안 짧지만 잦은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심장만큼 현명하게 일

해야 한다. 심장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라. 휴식할 것을 기억하라.

구문해설

2행  Obviously, [taking short but frequent breaks] is an 

important practice, [one {that is also employ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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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동안, Norman  Rockwell은 주간지인 「The  Saturday 

Evening Post」의 표지들을 그렸다. 그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

경받는 화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이 그림들이었

다. 통틀어 그는 300개 이상의 표지들을 그렸는데, 그것들은 수십 년 동

안 계속 인기를 누렸다. Rockwell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이미 오래 전

인 1916년에 나온 그의 첫 번째 「The Saturday Evening Post」 표

지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났다. 처음부터, 그는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

실적이고 정적인 그림들을 그렸다. 사람들은 그림의 대상을 향한 그의 경

의와 그가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한 미묘한 유머에 매료되었다. 이따금씩 

Rockwell 자신이 본인의 그림에서 사람들 무리의 뒤쪽에 가려진 채로 

등장하기도 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애국적인 그의 그림들은 명백하

게 미국적인 것이었다. 1977년에 Rockwell은 그의 평생의 작품 활동

으로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구문해설

2행  It was these paintings that helped make him 

one of the most well-known and respected artists in 

America.  ▶ 「It is ... that ~」은 ‘~하는 것은 바로 …이다’의 의미의 

강조구문이다. help는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3행  In total, he painted more than 300 covers, [which 

continued to be popular for decades].  ▶ [ ]는 선행사인 

more than 300 cover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다.  

8행  Occasionally, Rockwell himself would show up in 

his paintings, [(being) hidden in the back of a crowd 

of people].  ▶ 조동사 would는 ‘…하곤 했다’의 의미로 과거의 반복

된 일을 나타낸다. [ ]는 being이 생략된 형태의 분사구문으로 부대상황

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② Rockwell은 처음부터 사실적이고 정적인 그림들을 그렸다고 했다. 

MINI TEST 4회  pp.152~155

1 ⑤   2 ③   3 ①   4 ③   5 ④   6 ④

1 ⑤
직장 생활 초기에, 내게 영업과 인생 전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한 상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객 중 한 명이 이제 막 

여자 아기를 낳아서, 그 가정에 가져다 줄 작은 선물 하나를 살 계획이라

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그 선물은 그 여자 아

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갓 태어난 동생으로 인해) 질투를 하고 

소외감을 느낄 그 아기의 오빠를 위한 것이었다. 그 어린 오빠에게 선물

을 사 주는 내 상사의 행동은 그가 고객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주의를 기

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러한 태도가 내 일

에서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나 그 기계를 잘 알았고 그것의 잠재력을 글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Babbage의 장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어 냈는데, 이는 그녀를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유명해지게 했

다. 

구문해설

7행  ..., Lovelace met Charles Babbage, [the engineer 

{who des igned some of  the  f i rs t  mechan ica l 

computers}].  ▶ Charles Babbage와 [ ]는 동격이다. { }는 선행

사인 the engine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1행  A d d i t i o n a l l y,  s h e  c re a t e d  p ro g r a m s  f o r 

Babbage’s devices, [distinguishing herself as the 

world’s first computer programmer].  ▶ [ ]는 결과를 나타내

는 분사구문이다.

문제해설

④ Babbage의 해석기관에 관한 논문을 번역했다고 했다.

4 ③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어휘를 확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독서를 하면서 더 

많은 어휘를 접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어휘를 배우게 된다. 그런데 여러 

주제에 관한 다양한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더 긴 기

간 동안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야 할까? 새로운 한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주제에 열중하는 것이 어휘를 향상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는 새로운 

단어들이 익숙한 문맥 속에서 제시되어 그 의미를 학습하는 것을 더 용이

하게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

를 읽어 준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동물들에 관해 매일 계속해서 읽어 

주면 그들이 학습하는 단어들은 반복될 것이다.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단

어들을 더 자주 보면 볼수록, 그들이 그 단어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신의 목표가 독서를 통해 아이들의 어휘를 향

상시키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의 주제가 익숙해질 정도로 그것에 충분

히 오래 집중해야 한다. 

구문해설

1행  The more words they encounter when reading, 

the more words they learn.  ▶ 「the＋비교급 ..., the＋비교급 

~」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 

5행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new words are 

presented in a familiar context, {making it easier to 

learn their meaning}].  ▶ the fact와 [ ]는 동격이다. { }는 결과

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it은 가목적어이고 to learn 이하가 진목적

어이다. 

문제해설

새로운 단어들이 익숙한 문맥 속에서 제시될 때 의미 학습이 더 용이하다

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하나의 주제가 익숙해질 정도로 그것에 충분

히 오래 집중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당신이 읽는 것과 동일한 책을 기꺼이 읽을 친구를 찾는다

② 그들이 매우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들에 관해 읽도록 한다

④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독서를 하는 데 장시간을 보낸다

⑤ 당신의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을 포함하는 책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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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온성 액체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물과 물 아세톤 혼합물이 첨

가되는데, 이것은 목재의 주요 성분인 리그닌과 셀룰로오스를 분리해 준

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이 화학 공업을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환영한다. 

구문해설

4행  The current method, [which was developed in 

the 19th century], involves the use of dangerous 

chemicals [that pollute the environment].  ▶ 첫 번째 [ ]는 

선행사인 The current method를 부연 설명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인 dangerous chemicals를 수식하는 주

격 관계대명사절이다. 

10행  Then water and a water-acetone mixture are 
 S V

a d d e d ,  [ w h i c h  s e p a r a t e s  t h e  w o o d ’s  k e y 

components, lignin and cellulose].  ▶ [ ]는 앞 절 전체

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the wood’s 

key components와 lignin and cellulose는 동격이다. 

12행  Experts welcome the discovery, [hoping it will 

help make the chemical industry ...].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help는 목적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

한다.

문제해설

Nevertheless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은 지금까지는 적절한 대안이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기존의 목재 분해 방식의 단점을 언급한 문장과 다

른 대안들도 똑같이 환경에 해로웠다는 내용의 문장 사이인 ①에 들어가

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③ 5 ④ 6 ④

(A) 20대 초반의 청년인 Jason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전에,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비록 그는 그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왼쪽 다리의 무릎 아래를 잃게 되었다. 이제 그는 두려움

과 우울함을 느끼면서, 의족을 맞추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와 한 어린 소년이 대기실로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 소년은 한쪽 

눈에 커다란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C) 간호사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Jason 옆에 앉았다. 소년이 장

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동안에, 그 여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Jason

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도 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을 잃

었다고 설명했다. Jason은 그 소년에게 안쓰러움을 느꼈고 그에게 괜찮

은지 물었다. “당연히 저는 괜찮아요!”라고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

답했다.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 그저 해적일 뿐이에요!” 그런 

다음 그 아이는 다시 자신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D) 이 말은 Jason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그때까지, 그는 스스로

를 가엽게 여기고 있었다. 계속 반복해서, 그는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어

떻게 삶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그러나 여기에 똑같은 종류

의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 소년이 있었고, 그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

았다. 갑자기 Jason은 유명한 해적인 Long John Silver처럼 옷을 

입은 자신을 상상했다. 그와 그 소년은 바다를 가로질러 폭풍을 뚫고 항

해하는 배에 올라타 서 있었다. 

구문해설

5행  It was for her older brother, [who would be jealous 

and feel left out].  ▶ [ ]는 선행사인 her older brother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6행  My boss’s gesture [of buying a gift for the young 

brother] demonstrated [that he was ...].  ▶ 첫 번째 [ ]

는 My boss’s gestur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이다. 두 번째 [ ]는 

demonstrat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문제해설

고객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영업자로서 성공하는 비결임을 보여 

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글의 요지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2 ③
Colette와 Franca가 그들의 호텔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꼭 영화에

서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한 윤곽에서 에펠탑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흥분해서 거의 기절할 뻔 했다. 그것은 숨 막히는 광경이었다. 

그때, Franca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가 통화

를 하기 위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신나게 재잘거리고 있을 때, 그녀

는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기가 본 것에 깜짝 놀랐다. 두 남자가 Colette의 머리에 가

방을 뒤집어씌우고는 그녀의 양손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 Franca는 침

대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절박하게 속삭였다. 그다음 

그녀의 속삭임이 갑자기 멈췄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Franca의 아버

지는 그녀의 비명이 사라져 가는 것을 들었고, 그다음 그가 들을 수 있었

던 것은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구문해설

2행  ... and saw the Eiffel Tower glittering in the 

skyline, just like in the movies.  ▶ 지각동사 saw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 관계이므로,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인 glittering이 

쓰였다.

5행  [Opening the door to check out the sound], she 

was astonished by [what she saw].  ▶ 첫 번째 [ ]는 시간

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to check out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두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전치사 by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문제해설

두 명의 여성이 여행지의 숙소에 도착하여 창밖의 멋진 광경을 즐기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는 급박하고 무서운 상황이다.

3 ①
환경 학술지 「Green  Chemistry」에 따르면, Belfast에 있는 

Queen’s 대학의 과학자들이 목재를 분해하는 더욱 친환경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기존의 방식은 19세기에 개발되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

험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적절

한 대안이 없었다. 목재의 여러 성분들을 분리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 모

든 대체 공정들은 환경에 똑같이 해로웠다. 하지만, 새로운 공정은 오염

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연한 목재와 

단단한 목재 모두의 조각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적당한 압력 및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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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어지며, 그것의 덮개는 분리되어 접시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상자의 나머

지 부분은 남은 피자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용기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은 낭비되는 종이 접시, 알루미늄 포일, 비닐 랩에 대한 필요를 없애 

준다. 게다가, 그린 박스는 표준 크기의 재활용품 쓰레기통에도 잘 들어

간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그린 박스는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추가 비용 없이 생산될 수 있다.

구문해설

1행  For decades, pizzerias have been using the 

same type of cardboard pizza box.  ▶ have been using

은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완료진행형이다.

문제해설

(A) 빈칸 앞에서는 기존의 피자 상자들의 단점이 언급되고 빈칸 뒤에서

는 새로운 그린 박스의 장점들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빈칸 앞에서 그린 박스의 장점들이 언급되어 있고 빈칸 뒤에서 또 

다른 장점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첨가를 나타내는 연결사인 

Moreover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④
서울은 주요 국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상징물을 가져 본 적

이 없다. 그래서, ‘해치’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해태’라고도 알려진 그것은 정의와 청렴을 상징하는 

신화 속의 수호신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여름에는 물가에, 겨울에는 소나무 숲에 사

는 해치는 머리에 뿔이 하나 있으며,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고, 팔 아래에 

날 수 있게 해 주는 깃털들이 있다. 비록 그것이 최근에서야 서울의 상징

물로 채택되었지만, 그것은 15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문헌에 등장해 

왔다.

구문해설

2행  Therefore, an imaginary creature [called “haechi’’] 
 S

has been selected to serve this role. 
 V

 ▶ [ ]는 an imaginary creatur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5행  [Living by the water in the summer ...], the haechi 

has ..., and feathers under its arms [which allow it to 

fly].  ▶ 첫 번째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 ]

는 선행사인 feath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allow A 

to-v」는 ‘A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A) 해치는 ‘상상의’ 동물이므로, imaginary가 적절하다.

(B) 문맥상 해치는 ‘정의’와 청렴을 상징하는 신화 속의 수호신이므로, 

justice가 적절하다.

(C) 해치가 서울의 상징으로 ‘채택된’ 것이므로, adopted가 적절하다.

3 ③
「셜록 홈즈의 모험」의 첫 번째 시리즈를 쓰고 나서, 아서 코난 도일 경은 

자신이 탐정 소설을 쓰는 것에 싫증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B) 몇 분 후에, 간호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Jason은 자신의 목발을 

붙잡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가 일어섰을 때, 그는 그 소년

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저

씨,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라고 그 소년이 물었다. 잠시 동안, Jason은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강인함과 자존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아무 문제도 없단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 역시 

해적이란다.” 웃으면서, 그는 두려움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다. 

구문해설

(A) 1행  One month earlier, he had been involved in a 

terrible car accident.  ▶ had been involved는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A) 3행  Now, [feeling scared and depressed], he was 

waiting to be fitted for an artificial leg.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B) 6행  Smiling, he walked without fear into the 

doctor’s office.  ▶ Smiling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C) 4행  Jason felt bad for the boy and asked him [if 

he was okay].  ▶ [ ]는 asked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며, if

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D) 2행  Over and over again, he had worried about 

[how he could go through life as a disabled person]. 

 ▶ had worried는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부터 과거까지의 계속을 나타

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 ]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

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as는 ‘…로서’의 의미의 전

치사이다. 

문제해설

4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절망에 빠진 Jason이 병원에서 진료

를 기다리던 중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A)에 이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그 소년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단지 해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C)가 오고, 이 말에 Jason

이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해적이 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는 내용

의 (D)가 이어진 후, 이에 자신감을 얻은 Jason이 소년의 질문에 자기 

역시 해적이라고 답하며 진료실로 향하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5 (d)는 Jason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소년

을 가리킨다.

6 ④ 진료 대기실에서 소년이 혼자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동안, 

Jason은 소년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MINI TEST 5회  pp.156~159

1 ②   2 ④   3 ③   4 ③   5 ①

1 ②
수십 년 동안, 피자 가게들은 같은 종류의 판지 피자 상자를 사용해 오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상자들은 부피가 크고 환경적으로도 유해하다. 

하지만, 새로 나온 그린 박스는 다르다. 그것은 완전히 재생 용지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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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회복하여 메이저리그로 돌아와 수술 이후 164승을 거두었을 때, 그것

은 모두 변했다. 팔꿈치 재건 수술을 받았던 743명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조사 대상의) 약 83%가 결국 자신들의 예전 수준의 실력

을 회복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기량을 성

취했음을 보여 주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 수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져서, 어린 선수들이 스스로를 너무 무리하게 하고, 더 어려운 투구

법을 택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Tommy John 수술이 많

은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좋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UCL 부상이 발생하

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구문해설

8행  ..., its purpose is to replace a damaged elbow 

ligament [that, {in the case of pitchers}, tears or 

weakens ...].  ▶ to replace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이다. [ ]는 선행사인 a damaged elbow ligament를 수식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삽입구이다.

20행  ..., with young players pushing ..., adopting ..., 

and failing ....  ▶ 「with＋목적어＋v-ing」는 ‘…가 ~한 채로[하면

서]’의 의미로, 목적어 young players와 분사가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가 쓰였다.

22행  ..., it is far better [to prevent UCL injuries before 

they happen].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far, much, 

even, still, a lot 등은 비교급 앞에 쓰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문제해설

4 이전에는 야구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척골 측부 인

대 (UCL) 부상이 Tommy John 수술의 성공 이후 해결되었다는 내용

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Tommy John 수술: 야구계를 영원히 바꾸다’

가 가장 적절하다.

① Tommy John: 야구계의 가장 위대한 의사 

② 팔꿈치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대안

④ 대부분의 팔꿈치 부상의 배후에 있는 놀라운 원인

⑤ 선수 생활을 끝나게 하는 유전성 질환

5 빈칸 뒤 However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Tommy John이 수술에

서 회복한 후에 큰 활약을 펼쳐 모든 것이 변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Tommy John 수술 이전에는 UCL 문제들이 ‘투수에게 있어 선수 생

활을 끝나게 하는 부상’으로 여겨졌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② 다른 스포츠에서 더 흔했던 드문 부상

③ 투수들이 휴식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상

④ 투수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흔한 부상

⑤ 투수들이 입을 수 있는 최악의 다리 부상의 일종

 
MINI TEST 6회  pp.160~163

1 ②   2 ⑤   3 ④   4 ④   5 ⑤

1 ②

는 다음 시리즈에서 홈즈를 죽게 하기로 결정했다. 홈즈 이야기의 두 번

째 책 말미에서, 그 탐정(= 홈즈)은 높은 절벽 꼭대기에서 악당과 싸운다. 

두 남자는 균형을 잃고 추락사한다. 코난 도일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셜록 

홈즈의 팬들은 이러한 사건의 전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는 소설 

속의 탐정을 되살려 내라고 요청하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잡지 편

집자들도 새로운 홈즈 이야기에 큰 액수의 돈을 제안하면서 동일한 요청

을 했다. 코난 도일은 9년간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는 마침내 홈

즈가 재등장하여 자신이 결국 죽지 않았음을 밝히는 이야기를 썼다. 분명

히,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항상 작가

인 것은 아니다.

구문해설

2행  Therefore, he decided  [ that he would  have 

Holmes die in the next series].  ▶ [ ]는 decid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시제이므로 종속절에서도 과거시제 

would를 사용하여 시제를 일치시켰다. 사역동사 have의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10행  ..., but he finally wrote a story [in which Holmes 

reappears and reveals {that he did not die after all}]. 

 ▶ [ ]는 선행사인 a story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reveal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11행  Clearly, it is not always the author who decides 

...  ▶ 「it is ... that[who] ~」 강조구문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다’

의 의미이다. 「not always ...」는 ‘항상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로 부

분부정을 나타낸다. 

문제해설

작가가 소설 속 주인공을 죽게 만들었지만 독자들과 잡지 편집자들의 요

청으로 결국 그가 되살아나는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

에는 ③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살게 될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시리즈가 얼마나 자주 출간될지

② 책을 사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④ 어떤 등장인물들이 인기를 얻게 될지

⑤ 어떤 잡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제안할지

4 ③ 5 ①

많은 투수들은 단순히 강한 팔과 야구에 대한 열정 이상의 것을 공통으로 

가진다. 그들은 또한 독특한 상처 자국, 즉 투구하는 팔에 있는 4인치짜

리 흉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야구계에서는 Tommy John 수술이라

고 알려진 특정한 수술의 흔적이다. 1974년에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

았던 최초의 메이저리그 투수의 이름을 딴 이것은 많은 투수들이 그들의 

선수 생활 중 어떤 시점에 받게 될 수술이다. 

의학 용어로, 이 수술은 척골 측부 인대 (UCL) 교체술이라고 불리며, 이 

명칭이 암시하듯 이것의 목적은 투수의 경우에 반복된 동작의 압박으로 

인해 찢어지거나 약해져 손상된 팔꿈치 인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교체 힘

줄은 일반적으로 팔뚝이나 발, 무릎과 같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가져온다. 

Tommy John의 역사적인 수술 이전에는 UCL 문제들이 투수에게 있

어 선수 생활을 끝나게 하는 부상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John이 완전

59



정
답
 및

 해
설 note-taking habits].  ▶ it은 가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며, for 

her는 to change의 의미상 주어이다.

문제해설

⑤는 Ms. Kwon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Mindy를 가리킨다. 

3 ④
캥거루 육아법이란 부모와 그들의 조산아가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있는 

접촉 형태이다. 기저귀만 차고 있는 아기는 부모의 맨 가슴에 기대어져 

똑바로 선 자세로 안긴다. 아기는 하루에 20분에서 4시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있게 된다. 이것은 아기 캥거루가 자신의 어미에게 달라붙어 있

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캥거루 육아법이라고 불린다. 캥거루 육아법

은 조산아가 성장하고, 더 깊고 더 편안한 잠을 자도록 돕는다. 연구원들

은 캥거루 육아법을 실행하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더 많은 모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많은 연구는 또한 이 육아를 일상적으로 

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의 조산아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 그곳(= 집)에

서 돌볼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구문해설

2행  The baby, [wearing only a diaper], is held in an 

upright position against the parent’s bare chest.  ▶ [ ]

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된 형태

이다.

4행  It is called kangaroo care because it is similar 

to the way [a baby kangaroo is snuggled against its 

mother].  ▶ [ ]는 선행사인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7행  Researchers have found [that breastfeeding 

mothers {who practice kangaroo care} produce more 

milk].  ▶ [ ]는 have foun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 }는 선행

사인 breastfeeding moth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A) 주어인 The baby가 ‘안기는’ 것이므로, 수동형인 is held가 와야 

한다.

(B) 의미상 helps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grow와 병렬 연결되어야 하

므로, 동사원형인 achieve가 와야 한다.

(C) 「a number of＋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므로, 복수동사 have가 

와야 한다.

4 ④
대부분의 속어들은 일시적인 유행어들이지만, ‘cool’이라는 단어는 시

간의 시험을 견뎌냈다. 셰익스피어는 그 단어를 동사로 사용했지만,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마침내는 수식어나 명사

와 같은 다른 기능들을 하게 되었다. 형용사로서의 그것의 용법은 일찍

이 18세기에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은 ‘냉정한 이성을 유

지하기’라는 어구에서처럼 ‘억제된’ 혹은 ‘감정적이지 않은’을 의미했다. 

20세기의 재즈 시대 동안에 그 단어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십대들의 어

휘로 옮겨 가기 이전에 음악가, 화가, 작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그것의 

현대적인 형태에서는 ‘멋진 영화로군!’ 또는 ‘나는 그게 좋아.’에서와 같

이, ‘cool’은 일반적으로 뛰어남이나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모든 유머의 원리는 실제로는 똑같다. 그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

지 개념을 섞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웃게 만든다. 그것

은 하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생님이 12살짜리 학생들로 구성된 학

급 앞에서 엄숙한 모습으로 앉는데, 아이들 중 한 명이 선생님 의자에 핀

을 올려놓았다. 선생님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른다. 그것이 

왜 우스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약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

기 때문이다. 그것(= 유머)은 하나의 말장난이 될 수도 있다. “도어맨, 저

에게 택시 좀 불러 주시겠어요?” “네, 당신은 택시예요.” 이 말이 왜 우스

운가? 도어맨이 ‘(택시를) 불러 달라’는 말을 ‘나를 John이라고 불러 달

라’는 말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것(= 유머)은 코믹 소설

에 나오는 하나의 지속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스페인 소설 「돈키호테」에

서 그 주인공(= 돈키호테)은 전투와 영예를 꿈꾸지만, 그의 하인 산초 판

자는 음식과 술을 꿈꾼다. 세상을 보는 그 두 가지 방식은 모두 평범하지

만, 그 두 가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구문해설

2행  This surprises you and makes you laugh.  ▶ 사역동

사 makes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10행  . . . ;  both ways  of looking at the world are 

common, but they don’t belong together.  ▶ 주어가 복수

명사인 both ways이므로 복수동사인 are가 쓰였다. 

문제해설

빈칸 뒤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나 말장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을 섞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도록 하는 것 

③ 슬픈 것을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바꾸는 것

④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보여 주는 것 

⑤ 청중으로 하여금 그들이 당신보다 더 영리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

2 ⑤
Mindy는 과학 수업에서 나쁜 성적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숙제도 항상 

했고 모든 단원을 주의 깊게 읽었지만, 자신의 시험 점수를 향상시킬 수 

없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학교에 있는 학

습 지원 센터에 갔다. 그녀는 Ms. Kwon이라는 이름의 상담사와 이야

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집중한 나머

지, Mindy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다. Ms. Kwon은 Mindy에게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녀가 필기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

했다. 그녀의 충고를 따른 후, Mindy는 곧 과학 성적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게 되었다. 

구문해설

5행  [Focusing too much on understanding {what her 

teacher said}], Mindy was failing to ....  ▶ [ ]는 이유를 나

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

끄는 명사절로, understanding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8행  Therefore, it was important for her [to chang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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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와는 달리, 농구에서는 공이 백보드나 링의 테두리에 맞을 경우 

공이 튀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 슛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역회전을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MINI TEST 7회  pp.164~167

1 ②   2 ③   3 ③   4 ④   5 ⑤

1 ②
어떤 소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

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없었다. 세 시였다. 나는 다시 누워서 눈

을 꼭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소리를 또 들었는데, 내 침실 문 바로 밖에서 나는 낮은 웃음소리

였다.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나는 생각했다. 몸이 굳

은 채, 나는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거기 누

구세요?”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

와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 내가 지붕 위로 뛰어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침입자가 내 침실 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설 때의 검은 윤곽이었다.

구문해설

1행  I sat up in bed [struggling to figure out {where the 

sound was from}].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

는 to figure out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

의 어순을 따른다.

7행  The last thing [(that) I saw as I jumped out ...] was  
 S V

the intruder’s dark silhouette as he stepped ....  ▶ [ ]는 

선행사인 The last thing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두 개의 as는 모두 ‘…할 때’의 의미의 접속사

이다.

문제해설

필자는 잠을 자고 있다가 침입자가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알고 창밖으

로 뛰어내려 피신한 상황이므로, 무섭고 겁이 났을 것이다.

2 ③
요즘에는 폭염, 홍수, 그리고 가뭄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

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이는 탄소 배출에 의해 야기된 기후 변화 때문이며,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저탄소 대안에 투자를 시작할 때이다. 하지만, 이

러한 생각에는 적지 않은 반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비용이 너

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들은 평소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저렴한 선택이라고 주장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바로 얼마 전에, 미국 농업이 가뭄으로 

심한 타격을 입어 수십 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비용은 훨씬 더 막대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장차 이런 종

류의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구문해설

2행  Though Shakespeare used the word as a verb, 

over time it evolved, [eventually taking on other 

functions, ...].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7행  ... before moving into teen vocabulary, [where it 

remains today].  ▶ [ ]는 선행사인 teen vocabulary를 부연 설

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다. 관계부사 where는 물리적인 공

간 이외에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을 가진 명사를 선행사로 취하기도 한다.

문제해설

(A) 문맥상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는 의미이므로, withstood가 적

절하다.

(B) 동사로만 쓰이던 어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다’는 내용이므

로, evolved가 적절하다.

(C) 현대에서는 뛰어남이나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는 내용이

므로, indicate가 적절하다.

5 ⑤
농구공을 슛할 때, 공이 뒤쪽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이것은 야구 경기에서 그렇듯이, 공기 저항을 이용하여 공이 

곡선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다. 링에 슛이 될 때, 농구공은 너

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의 궤적

은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만약 공이 

링을 바로 통과하게 던져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공이 백

보드나 링의 테두리에 먼저 맞는다면, 이 역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그 공은 최대의 강도로 튕겨 나가는 대신, 

링 근처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이 한두 번 튀어 오른 다음 네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 야구에서 역회전은 공의 궤적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지만, 농구에서 그

것은 공이 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된다. 

구문해설

2행  However, this is not done to use air resistance 

to make the ball curve, as it is (done to use air 

resistance to make the ball curve) in the sport of 

baseball.  ▶ to use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as는 ‘…하듯이’

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as it is 다음의 내

용이 생략되었다.

3행  [When (being) shot at the hoop], a basketball 

moves too slowly for this to occur.  ▶ [ ]는 시간을 나타내

는 수동형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 When을 생

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too ... to-v」는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for this는 to occur의 의미상 주어이다.

9행  This makes it more likely [that it will bounce once 

or twice and then fall through the net].  ▶ it은 가목적어이

고 [ ]가 진목적어이다. 

문제해설

공의 궤적을 바꿔 공을 곡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역회전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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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온라인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글이다. 

4 ④ 5 ⑤

농부인 Aaron Trask는 해마다 자신이 재배하는 옥수수를 Iowa 주의 

농업 품평회에 출품하는데, 거의 매년 그가 최고상을 획득하는 것 같다.

올해는, 그의 상을 받은 작물 뒤에 숨겨진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Fairfield Tribune」지(誌)의 한 기자가 그를 인터뷰했다. 그 기자가 

알아낸 것은 Trask가 그의 종자용 옥수수를 자신의 이웃들과 공유한다

는 것이었다. 그 기자가 Trask에게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종자

용 옥수수를 매년 그와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농부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게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Trask는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설명했

다. 바로 유대 관계였다. 

바람이 꽃가루를 밭에서 밭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의 이웃들이 질 낮은 

옥수수를 재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Trask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었다. 그의 옥수수가 열등한 품종에 의해 타화 수분된다면, 해가 갈수록 

자기 자신의 옥수수 품질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의 논리적인 답변은 

그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 기자는 Trask가 한 말의 더 큰 함

축적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끝냈다. 

지역 공동체,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를 결속시켜 주는 관

계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왜

냐하면 우리 자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다.

구문해설

5행  [What he discovered] was [that Trask shares his 

seed corn with his neighbors].  ▶ 첫 번째 [ ]는 선행사를 포함

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 ]는 주격보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10행  ..., it would be against Trask’s own interests [to 

leave his neighbors to grow low-quality corn].  ▶ it은 가

주어이고 [ ]가 진주어이다.

13행  His logical answer impressed the reporter, [who 

left the interview {pondering the larger implications 

of Trask’s comments}].  ▶ [ ]는 선행사인 the reporter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 }는 부대상황을 나타

내는 분사구문이다.

15행  ..., all of us would be better off if we were able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s [that unite us].  ▶ 「주

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 if＋주어＋동사의 과거형」은 현재 사

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이다. [ ]는 선행사인 the 

relationship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4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한 농부의 일화를 통해 유대 관

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타인을 돕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농작물 변형: 장점과 단점

구문해설

2행  As most experts agree, this is due to climate 

change [caused by carbon emissions], so now is 

the time for businesses to start investing ....  ▶ [ ]는 

climate chang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이다. to start는 the time

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for businesses는 to 

start의 의미상 주어이다. 

7행  Just recently, the U.S. agricultural industry was 

hit hard by a drought, [causing billions of dollars in 

losses].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11행  ..., [while creating new jobs, stabilizing the 

economy and protecting the planet at the same 

time].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형태이다. 세 개의 분사 creating, 

stabilizing, protecting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  

문제해설

필자는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가 자연 재해를 증가시켰고, 이는 결

국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③
당신이 사망하면, 당신의 모든 소유물은 당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

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온라인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 당신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사망

한 후에, 당신의 온라인 개인 정보는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망한 후에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

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OnlineLife 회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는 사후 온라인 개인 정보 처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이 원

하는 처리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해 드릴 것입니다. 일단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당신이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저희는 작업을 

개시합니다. 당신의 유언에 따라, 저희는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고, 디지

털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정보를 변경합니

다. 지금 가입하셔서 당신이 사망한 후에도 당신의 삶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세요. 

구문해설

3행  After you die, there’s a high risk of [your private 

online data being exposed].  ▶ [ ]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쓰

인 동명사구이며, your private online data는 동명사구의 의미상 

주어이다.  

6행  Just tell us [how you want things (to be) handled] 

and we will do it.  ▶ [ ]는 tell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want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to

부정사에서 to be가 생략되어 과거분사 handled가 남았다. 

8행  [Using your last wishes], we shut down email 

accounts, transfer ownership of digital possessions, 

and change the informati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 [ ]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세 개의 동사 shut 

down, transfer, change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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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미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berdache들이 있다. 

구문해설

9행  ..., they looked upon this tradition as a sin [that 

went against their religion].  ▶ 「look upon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의 의미이다. [ ]는 선행사인 a si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

명사절이다.

10행  They put pressure on Native Americans so that 

they would force berdaches to assume traditional 

male roles.  ▶ 「so that＋주어＋동사」는 ‘…가 ~하기 위해’의 의미

이다. 「force A to-v」는 ‘A가 …하도록 강요하다’의 의미이다.

문제해설

(A) 일부 북미 원주민 문화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두 성별로 제한되지 

않고 ‘대신’ 제3의 성별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Instead가 들

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B) 유럽인들이 berdache들에게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맡도록 하게 

하려고 북미 원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여전히 berdache들이 북

미 일부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역접을 나타내는 연

결사인 Nevertheles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③
DST라고도 알려진 일광 절약 시간(= 서머 타임)은 미국에서 매년 봄마

다 시행된다. 사람들은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설정해 놓아, 저녁에 추가

적으로 한 시간의 일광을 더 얻게 된다. 이것은 하루가 좀 더 긴 것처럼 

만들어 주고 사람들에게 햇빛에서 야외 활동을 마칠 수 있는 약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그것은 보통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

째 주 일요일에 끝난다. 최근에, 미 의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DST를 공식적으로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DST를 제정하는 

법은 (미국의) 모든 주가 그것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Arizona 주와 Hawaii 주는 그것(= 일광 절약 시간)을 불필요하다고 간

주하는데, 이 두 곳은 일 년 내내 충분한 햇빛을 받기 때문이다. 

구문해설

2행  People set their clocks one hour ahead, [gaining 

an extra hour of daylight ...].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다.

3행  This makes each day seem a bit longer and 

provides people a l ittle extra time to complete 

outdoor tasks in the sunlight.  ▶ 사역동사 makes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였다. makes와 provides가 접속사 and로 병

렬 연결되어 있다. to complete는 a little extra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문제해설

(A) 일광 절약 시간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이므로, implemented가 

적절하다.

(B)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설정하면 일광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므

로, longer가 적절하다.

(C) 문맥상 DST를 모든 주가 ‘준수’하도록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

② 한 번에 한 명씩 세계에 식량 공급하기

③ 농작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

⑤ 경쟁이 혁신의 비결이다

5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이웃의 질 낮은 품종이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좋은 품종을 이웃들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이

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유대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 

MINI TEST 8회  pp.168~171

1 ③   2 ④   3 ③   4 ③   5 ⑤   6 ⑤

1 ③
거주지와 직장의 변화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장소에 스스로를 적

응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준

다. 그러나 일시적인 관계가 사람들과 장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들도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들락날락한다. 매년 우리는 믿기지 

않는 양의 병과 캔, 면도기, 종이 등을 버린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자동

차 소유자는 자동차 한 대를 겨우 3~4년만 탄다.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서 철거되고 새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것들을 수리하는 것보다 

대체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모든 주요한 변화로 인해, 우리

의 이웃들은 더 이질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있는 장소는 덜 친숙해 보이

며, 우리의 생활은 늘어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

구문해설

7행  ...; they’re cheaper to replace than to repair.  ▶ to 

replace는 형용사 cheaper를 수식하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8행  With every major change, our neighbors look 

more alien, our places seem less familiar, and .... 

 ▶ 감각동사 look과 seem의 보어로 형용사인 alien과 familiar가 각

각 쓰였다.  

문제해설

우리 주변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이웃과 장소가 낯설어진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④
전통적인 서구 문화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성별이 있다. 사람들은 남성 또

는 여성으로 여겨지고 이것에 기반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기

대된다. 그러나 일부 북미 원주민 문화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

는다. 대신, 그들은 제3의 성별을 가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berdache

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대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성격 특성은 두 가지 전통적인 성별이 섞여 있다. 과거에, 

많은 부족들은 berdache들을 신성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berdache

를 가족 구성원으로 가지는 것은 운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유

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전통을 자신들의 종교에 반하는 

죄악으로 여겼다. 그들은 북미 원주민들이 berdache들에게 전통적

인 남성의 역할을 맡도록 강요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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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및

 해
설 용이므로, observance가 적절하다.

4 ③ 5 ⑤ 6 ⑤

(A) Clark은 늘 창의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상상력이 풍

부한 아이였다. 14살 때, 그는 이런 것들 중 일부를 자신의 침실 벽에 그

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자, 그들은 그가 무엇을 그

리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잘 모르겠어요.”라고 그가 답했다. “그냥

저한테 중요한 것들일 거예요.” Clark의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창의력이 풍부해지도록 독려해 주고 싶었다. 질문을 더 하는 대

신, 그는 그저 미소를 짓고 알겠다고 말했다.

(C) 남동생의 도움을 조금 받아, Clark은 자신의 침실 벽에 그림을 그리

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한쪽 벽에 커다란 엘리베이터 문을 그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침대 위쪽의 벽에, 그는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자주색 잠

수함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장에 무엇인가를 그리기로 결심했다. 

남동생이 사다리를 잡아 주는 동안, Clark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격려의 

말들을 밝은색으로 적었다. 그것들은 그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가장 먼

저 보게 될 것이었다.

(D) 그 후 몇 년 동안, Clark은 자신의 침실에 있는 예술 작품에 더욱 

더 많은 세부 묘사들을 추가했다. 곧 벽에는 황금빛 사과들이 열린 키가 

큰 나무, 지느러미가 달린 질주하는 로켓선, 웃고 있는 호랑이가 생겼다. 

Clark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그들은 모두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의 아버지는 처음에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았다. 그는 그 그림들이 그렇

게 크고 상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는 그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Clark의 침실을 자랑했다.

(B) 마침내, Clark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대

학에 진학했다. 후에, 그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정착했다. 그는 바빠서 자

신의 고향 집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방문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어린 시절 침실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들은 모두 여

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것들은 그에게 자신이 보낸 모든 행복한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는 부모님이 그렇게 별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구문해설

(A) 3행  ..., they wanted to know [what he planned to 

paint].  ▶ [ ]는 to know의 목적어로 쓰인 의문사절로, 「의문사＋주

어＋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B) 4행  The paintings were all still there, and they 

reminded him of all the happy times [(that) he had]. 

 ▶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상기시키다]’의 의

미이다. [ ]는 선행사인 all the happy tim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

계대명사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B) 6행  He felt very lucky [ that his parents had 

allowed him to express himself in such an unusual 

way].  ▶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 뒤의 that절은 그 감정의 원

인을 나타낸다. had allowed는 주절의 과거시제보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시제이다. 「allow A to-v」는 ‘…가 ~하도록 허락하

다’의 의미이다.

(C) 3행  ..., he painted a purple submarine [flying 

through the clouds].  ▶ [ ]는 a purple submarine을 수식하

는 현재분사구이다.

(D )  4행  His  f a the r,  howeve r,  wasn ’ t  qu i t e  as 

enthusiastic (as Clark’s friends were) at first.  ▶ 「as＋

형용사의 원급＋as」는 ‘…만큼 ~한’의 의미로, 여기서는 as Clark’s 

friends were가 생략되었다.

(D) 6행  But over time, he began to appreciate them, 

[showing off Clark’s bedroom to everyone {who 

visited their home}].  ▶ [ ]는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 }

는 선행사인 everyo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다.

문제해설

4 Clark이 아버지로부터 벽에 그림을 그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인 (A)에 이어서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

했다는 내용인 (C)가 오고, 이후 그림을 본 주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는 내용의 (D)가 이어진 후,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 집에 갈 때마다 침실

의 그림을 보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는 내용인 (B)의 순서로 이

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5 (e)는 Clark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Clark을 가리킨다.

6 ⑤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자랑한 사람은 Clark이 아

니라 그의 아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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