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팬덤 영문법 - 입문편  

01	
해석	 사실	길을	건너는	동안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해설	 	부사구의	수식으로	인하여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02
해석	 잡지를	보고	옷을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유행의	희생자들이다.

해설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young	people이므로	복수형	동사를	쓴다.

03
해석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싸웠는지	아닌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	whether가	이끄는	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04
해석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그가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해설	 	동격의	that절로	인해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05
해석	 	지금,	‘The	Club	Prospects’는,	읽기에	가장	흥미로운	소설들을	당신에게	

제공하면서,	새로운	구성원을	찾고	있습니다.

해설	 	‘The	Club	Prospects’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06
해석	 	약간의	공책,	연필뿐만	아니라	지우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해설	 	‘B	as	well	as	A’에서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an	eraser가	단수	명사이므

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07
해석	 	고릴라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그들로부터	보내진	이미지들은	고릴라들이	

사는	울창한	숲을	지도로	만드는데	사용돼	왔다.

해설	 	과거분사의	수식으로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images이므로	

복수형	동사를	쓴다.

08
해석	 	내가	작문	수업에서	지도해온	아이들은	그	소식에	흥분한다.

해설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kids이므로	복수형	동사로	수를	일치시킨다.

09
해석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해설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10
해석	 	별들뿐만	아니라	달도	그들을	향해	비추고	있었다.

해설	 	상관	접속사	‘B	as	well	as	A’에서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The	moon이	

주어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11
해석	 	걱정	인형은,	전통적으로	과테말라에서	만들어	지는데,	부모들에	의해	아이

들에게	주어진다.

해설	 	복수	명사인	Worry	Dolls가	주어이고,	이것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

명사	역시	복수형	동사를	쓰고	있으므로	ar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해석	 	사유하고	이전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지능이라고	불린다.

해설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두	개의	to	부정사가	

하나의	명사	the	ability를	수식하고	있다.	단수형	is가	적절하다.

13
해석	 	그녀가	몇	가지	제안들을	거절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That	절이	주어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14
해석	 	며칠	연속으로	깨어있는	것은	나를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

해설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15
해석	 	지도에	관해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네	자신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해설	 	‘one	of	the	최상급+복수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16
해석	 	하늘	높이	날며	두려움이	없는	독수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힘,	자유,	

그리고	용기를	생각나게	하였다.

해설	 	삽입	어구	‘soaring	high	and	fearless’로	인하여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주어가	Eagles이므로	복수형	동사	hav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7
해석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위해	공연하는	것은	힘들다.

해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18
해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땅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해설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졌다.	One	thing이	주어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19
해석	 	매력적이고	맛있는	잘	준비된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경험에	도움이	

된다.

해설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주어가	동명사구	

‘Eating	a	well-prepared	meal’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20
해석	 	내	여동생은,	양손에	장난감	비행기를	쥐고서,	두려워했고	울기	시작했다.

해설	 	주어가	My	little	sister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21
해석	 	날다람쥐들은	네가	낮	동안에	보는	다람쥐들보다	훨씬	더	작다.

해설	 	Flying은	squirrel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로	쓰이고	있다.		 	

복수명사	squirrels에	일치시켜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2
해석	 	건강한	음식	혹은	저지방이라고	표시된	음식들조차도	일정량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

해설	 	‘labeled	as	health	foods	or	low	fat’이	주어	the	foods를	수식하고	

있다.	복수형	동사	contain으로	써야	한다.

23
해석	 	새롭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것은	뇌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

해설	 	동명사	주어는	단수로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다.

24
해석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주어인	Many	countries

에	일치시켜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해석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소녀도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길	원한다.

해설	 	‘B	as	well	as	A’에서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CHAPTER  01 주어와 동사의 일치

01 Texting while crossing the street, is 

02  The young people who buy the clothes in a magazine, are

03 `�Whether or not the soldiers fought any better because of 

their garlic eating, is 

04 The fact that he is a foreigner, makes  

05 The Club Prospects, is seeking

06  An eraser as well as some notes and pencils, was given

07  images sent from them, have been used 

08  The kids whom I have taught in my writing class, are

09 is  10 was 11 are 12 is 13 upsets

14 makes 15 is  16 have 17 is 18 is

19 makes 20 was 21 are  22 contain 

23 strengthens 24 are 25 wants 26 are 

27 is  28 were 29 mention 30 is 31 want 

32 doesn’t 33 are  34 seems 35 are

✽7~10쪽

Practice 1



  CHAPTER  01  주어와 동사의 일치 … 3

01	
해석	 대략	70퍼센트의	러시아의	석유로	인한	부는	서시베리아에서	온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of+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

다.	Russia’s	oil	wealth는	단수	명사이므로	comes를	쓴다.

02
해석	 경제학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다.

해설	 	학문명은	‘-s’가	있어도	단수	취급한다.

03
해석	 	우리들	중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결정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이다.

해설	 	‘One	of+복수	명사’는	단수	동사로	받는다.

04
해석	 그	소녀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비너스에	관해	잊기	시작했다.

26
해석	 	그의	옷은	광대의	옷과	같다.

해설	 	clothes는	복수	명사로	쓰이므로	복수형	동사	are가	적절하다.

27
해설	 	밤과	아침	사이의	시간은	사람들이	음식	없이	보내는	가장	긴	시간이다.

해설	 	단수	명사인	주어	The	time이	전치사	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단수형	

동사	i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8
해석	 	두	가지	재료,	토마토와	치즈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설	 	동격	tomatoes	and	cheese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		

주어가	Two	ingredients이므로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9
해석	 	기원전	1500년부터	고대	이집트의	글들은	마늘을	언급하고	있다.

해설	 	핵심	주어가	복수	명사인	writings이므로	복수형	동사	mention을	쓰는	것

이	적절하다.

30
해석	 	이	단락의	목표는	당신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설	 	주어가	The	aim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1
해석	 	그와	같은	대부분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런던에서	열리는	패션쇼를	보길	원

한다.

해설	 	주어가	young	designers이므로	복수형	동사	want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2
해석	 	너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너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	못한다.

해설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33
해석	 	당신은	아마	올림픽	선수들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해설	 	복수	명사	Olympic	athletes가	주어이므로	복수형	동사를	쓴다.

34
해석	 		둘	사이의	차이는	아주	큰	것처럼	보인다.

해설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differ-

ence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5
해석	 	그런	식의	교육의	결과는	낮은	자존감과	성적	부진이다.

해설	 	핵심	주어가	the	results이므로	복수형	동사	ar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1 comes 02 is 03 `is 04 were  05 were 

06 is 07 is 08 do 09 was  10 is 

11 has 12 keeps 13 are 14 keeps 15 is  

16 is 17 decreases 18 include 19 gather 20 was 

21 attract  22 is 23 have 24 agree 25 shows  

26 stand 27 has → have  28 affect → affects 

29 are → is 30 are → is 31 were → was 32 are → is 

33 are → is  34 show → shows 35 leaves → leave

Practice 2
✽12~15쪽

해설	 	보어	강조로	인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경우이다.	주어가	the	girls이므로	

복수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해석	 많은	어선이	그	해안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해설	 	a	number	of+복수	명사+복수	동사

06
해석	 	철학은	존재,	지식	및	사고의	본질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관한	이론을	만

들고	연구하는	것이다.

해설	 	학문명은	단수형	동사로	수를	일치시킨다.

07
해석	 세	시간은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에	너무	짧아요.

해설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생각되는	시간은	단수	동사를	써서	수를	일치시

킨다.

08
해석	 그들은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	해.

해설	 	부정어가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된	경우

이다.	주어가	they이므로	복수형	동사	do를	쓴다.

09
해석	 그	돈의	삼분의	이가	아동	병원에	쓰였어요.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키

므로	the	money에	수를	일치시켜	단수형	동사를	쓴다.

10
해석	 나는	수학은	오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왔다.

해설	 	학문명은	단수	동사로	수를	일치시킨다.

11
해석	 그녀는	그들을	다시	만나리라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어요.

해설	 	부정어가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되었

다.	주어가	she이므로	단수형	동사	ha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해석	 관광객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설	 	the	number	of+복수	명사+단수	동사

13
해석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신발	끈을	묶을	수	없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most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

다.	children에	수를	일치시켜	복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해석	 	요즘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적어도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다.

해설	 	everyone은	단수	취급한다.

15
해석	 양동이의	삼분의	이가	비어있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가	‘of	명사’와	함께	쓰이면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

다.	the	bucket은	단수	명사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해석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는	프리지아	어이다.

해설	 	one	of+복수	명사+단수	동사.	핵심	주어가	One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써

서	수를	일치시킨다.

17
해석	 	오전	10시에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200명	이하로	감소한다.

해설	 	the	number	of는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지만	단수	취급한다.

18
해석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종류의	운동을	포함시킨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most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students는	복수명사이므로	includ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해석	 젊은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함께	모인다.

해설	 	‘the+형용사’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복수형	동사를	쓰

는	것이	적절하다.

20
해석	 	Jonathan을	제외한	각각의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해설	 	each+단수	명사+단수	취급

21
해석	 그	해변	주변의	많은	장소들이	연중	내내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

해설	 	a	number	of+복수	명사+복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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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현재의	물리학은	50년	전의	물리학과는	다르다.

해설	 	학문명은	단수	동사로	수를	일치시킨다.

23
해석	 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해설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어를	문두로	보낼	때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된다.	주어	

I에	수를	일치시켜	hav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4
해석	 	사	분의	일의	사람들이	그	돈을	주차장	건설에	쓰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수를	일치시킬	대상이	the	people이므로	agre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해석	 요리사들	중	한	명이	요리	경연	대회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낸다.

해설	 	one	of+복수	명사+단수	동사.	핵심	주어가	One이므로	단수형	동사로	수

를	일치시킨다.

26
해석	 많은	나무들이	언덕	위에	서	있다.

해설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에	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주어가	a	number	of	trees이므로	복수동사	stan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7
해석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구자들은	그	결과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설	 	only는	‘하나	밖에	없는’	정도의	의미로	부정어처럼	문두에	나오면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된다.	Only	recently라는	부사구가	문두에	오면서	도치되었으

므로	주어	the	researchers에	수를	일치시켜	hav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8
해석	 당뇨병은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해설	 	Diabetes는	병명으로	단수	취급하므로	affect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9
해석	 부작용	중	하나는	두통이다.

해설	 	‘One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i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0
해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부모에게	가는	십	대의	수는	선생님에

게	가는	십	대의	수보다	더	적다.

해설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하므로	i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1
해석	 	각각의	주제가	흥미로워서	우리는	그것들	모두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설	 	‘each	of+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wa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2
해석	 지구	표면의	사	분의	삼은	바다이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분수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키므

로	are가	아니라	is가	적절하다.

33
해석	 십	년은	네가	하나의	외국어를	숙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야.

해설	 	Ten	years가	하나의	시간	단위로	쓰이고	있으므로	단수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are를	is로	고친다.

34
해석	 	작년에	출간된	잡지의	수는	사람들이	잡지에	실린	무언가를	읽는	것을	즐긴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설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하므로	show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5
해석	 회의가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그	방을	떠난다.

해설	 	all이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leave로	고치는	것

이	적절하다.

Unit Test
01 explains 02 was 03 `get 04 makes  05 enables 

06 enjoys 07 are 08 inspires 09 is  

10 depends 11 are 12 has 13 appear 14 want 

15 were  16 represent 17 feel 18 is 19 was 

20 seems 21 is  22 are → is 23 are → is 

✽16~20쪽

01
해석	 	붉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남자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설명한다.

해설	 	현재	분사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수를	일치시킬	대상이	

되는	주어가	The	man이므로	explains가	적절하다.

02
해석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의	하나인	아이보리	비누의	발명은	우연히	

이루어졌다.

해설	 	삽입	어구로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수를	일치시킬	대상이	되는	주어가	

The	invention	of	Ivory	Soap이므로	단수	동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해석	 	오직	20퍼센트의	십	대만이	학교	다닐	때	권장되는	9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퍼센트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사에	수를	일치시키

므로	복수	동사	get을	쓴다.

04
해석	 	그가	몇	변이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그를	비참하게	만든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주어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단수	취급한다.

05
해석	 	기계에	의해	행해지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해준다.

해설	 	핵심	주어는	Most	of	the	work이고,	most가	‘of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명

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the	work에	수를	일치시켜	단수형	동사를	쓴다.

06
해석	 	그녀의	두	여동생들뿐만	아니라	Christine도	뮤지컬을	보는	것을	즐긴다.

해설	 	‘B	as	well	as	A’에서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Christine은	3인칭	단수	주어

이므로	enjoys를	쓴다.

07
해석	 	전	세계	나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해설	 	핵심	주어가	Countries이므로	복수	동사를	쓴다.

08
해석	 	많은	올림픽	선수들이	생의	초기에	질병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주어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단수	취급한다.

09
해석	 	많은	것들	중에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당신의	흥미이다.

해설	 	핵심	주어가	the	first	thing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10
해석	 	당신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먹는	방식과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달

려있습니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	whether절이	이끄는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11
해석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자는	동안에	가장	많이	방출됩니다.

해설	 	복수	명사	Growth	hormones가	주어이므로	복수	취급한다.

12
해석	 	토네이도는	많은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해설	 	나라	이름은	복수형이라도	단수	취급한다.

13
해석	 	벽에	많은	균열이	생겨난다.

해설	 	‘a	number	of’는	복수	명사와	함께	쓰여	복수	취급한다.

14
해석	 	실업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되찾길	원해서	이	사무실에	계속	전화합니다.

해설	 	‘the+형용사’가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	될	때	복수형	동사로	수를	일치시

킨다.

15
해석	 	나무의	꼭대기가	아래에	있었다.

해설	 	장소의	부사구	Down	below가	문두에	쓰여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24 do → does 25 asks → ask 26 are → is 

27 have → has  28 belong → belongs 

29 looks → look 30 feature → features 31 ⑤ 

32 ③ 33 ④ 34 ① 35 ④ 3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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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the	tops	of	the	trees’에	수를	일치시켜	복수	동사를	쓴다.

16
해석	 	David가	좋아하는	색깔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해설	 	‘David	likes’는	주어	‘The	color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핵심	주어가	

The	colors이므로	복수	동사를	쓴다.

17
해석	 	Jason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고에	관해	언짢게	생각해.

해설	 	‘Not	only	A	but	also	B’는	B에	수를	일치시킨다.

18
해석	 	가능할	때마다	불을	끄는	것은	당신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해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19
해석	 	미국인들	사이에서	전설인	Michael	Jordan은	196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해설	 	삽입	어구로	인하여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수를	일치시킬	대상이	되는	

주어가	Michael	Jordan이므로	단수	동사를	쓴다.

20
해석	 	Kim이	훌륭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해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주어이다.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21
해석	 	십	킬로미터는	이	아이들이	뛰기에	너무	멀어요.

해설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생각되는	거리는	단수	취급한다.

22
해석	 	누가	그	인형들을	훔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해설	 	간접의문문인	‘의문사+주어+동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단수	취급

한다.

23
해석	 	당신이	아플	때,	약간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해설	 	동명사	주어	‘taking	some	medicine’이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24
해석	 	James는	해야	할	일을	끝낸	후	집에	머물지	않는다.

해설	 	부정어	‘Seldom’이	문두에	나왔으므로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되었다.	주어	

James에	수를	일치하여	does를	쓴다.

25
해석	 	많은	자전거	사용자들은	우리에게	대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해설	 	‘a	number	of’	는	복수	명사와	함께	쓰여	복수	취급하므로	ask가	적절하다.

26
해석	 	많은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은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설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한다.

27
해석	 	모든	동아리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수영복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해설	 	‘every’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쓰여	단수	취급한다.

28
해석	 	돈의	일부는	나의	것입니다.

해설	 	부분을	나타내는	some이	‘of	명사’와	함께	쓰이면	명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	동사를	쓴다.

29
해석	 	네가	너의	여동생에게서	얻은	그	바지는	매우	좋아	보이는구나.

해설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pants

이므로	복수	동사를	쓴다.

30
해석	 	많은	나라에서	출판되는	그	잡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합

니다.

해설	 	삽입	어구로	인하여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magazine

이므로	단수	동사를	쓴다.

31
해석	 	스위스	치즈에	있는	구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주로	스위스	치즈에서	항

상	발견되는	이	구멍들은	특수한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치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첨가된	우유로	만들어진다.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된	박테리아는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	그들은	치즈를	숙성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치즈가	익는	동안에	치즈만의	특수한	냄새와	색깔이	생겨난다.	

스위스	치즈를	숙성시키는	박테리아는	치즈	구멍을	파먹는다.	치즈가	숙성

될수록	구멍은	점점	더	커진다.

해설	 	⑤	the	cheese가	단수	명사로	쓰였으므로	단수	동사	ages를	쓰는	것이	적

절하다.

	 	①	the	holes가	주어이므로	복수	동사	are는	적절하다.	②	핵심	주어가	

These	holes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③	과거분사의	수식으로	인

하여	주어가	길어졌다.	bacteria는	bacterium의	복수형이므로	복수	동사	

are가	적절하다.	④	주어가	it이므로	단수	동사	develops가	적절하다.	

32
해석	 	행동은	당신이	환경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당신이	타고나

거나	혹은	외부	원인으로부터	학습된	것이다.	당신이	그	행동을	의식한다

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	패턴은	행동으로	발전하는	생각에	의해	만

들어진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습관이	형성된다.	결국	

습관은	얼굴에	붙어	있는	오물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거

나	혹은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해설	 	③	단수	명사	a	habit이	주어이므로	forms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주어가	you이므로	act가	적절하다.	②	a	pattern이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④	other	people이	주어이므로	복수	동사가	적절하다.	

⑤	3인칭	단수	주어	it이	쓰이고	있으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33
해석	 	인터넷	덕분에	나는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사업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Manhattan에	있는	옷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웹	사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나의	웹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파는	옷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메일을	사용해서	Man-

hattan과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인

터넷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해석	 	④	‘from	all	over	the	world’가	주어	‘people’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주어	

‘people’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ar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동사	can	communicate에	연결되고	있으므로	do는	적절하다.	②	주

어가	I이므로	own은	적절하다.	③	주어가	I이므로	have는	적절하다.	⑤	주

어가	3인칭	단수	‘The	Internet’이므로	단수형	동사를	쓴	것은	적절하다.

34
해석	 	과학자들에	의해	해결된	한	유명한	죽음은	얼음	인간	Ötzi의	죽음이었다.	

누구도	그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도	

모른다.	그는	1991년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산맥인	Ötztal	

알프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Ötzi라고	불린다.	그는	5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얼어있었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꽁꽁	얼어있고	이탈리아에	

있는	냉동고	안에	보관되고	있다.	그의	뼈로부터	과학자들은	그가	근처	계

곡에서	왔고	약	45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유전자로부터	과학자들은	

그가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해설	 	④	주어가	he이므로	is가	적절하다.					 	

①	핵심	주어가	One	famous	death이므로	단수	동사	was가	적절하다.	

②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③	his	body가	주어이므

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⑤	장소의	부사구가	문두에	쓰이면서	주어와	동

사의	도치되었다.

35
해석	 	코미디	영화는	나를	편하게	해준다.	공포	영화는	무섭지만,	코미디	영화는	

일이	끝난	후	나를	즐겁게	해주고	활력을	준다.	Woody	Allen의	영화,	특히	

초기	작품들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예를	들어	bananas는	내게	포

도주보다도	더	편안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sleeper는	평균	1분에	두	번

씩	나를	웃게	한다.

해설	 	④	동명사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하여	is가	적절하다.		 	

①	주어가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	동사가	적절하다.	②	주어가	Horror	films

이므로	scare가	적절하다.	③	핵심	주어가	Woody	Allen	pictures이므로	

복수	동사	help가	적절하다.	⑤	영화	제목	Sleeper가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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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석	 	나의	친구	John은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왜	나

는	팔이	없지?’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질문은	‘내	발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비극이	들이닥쳤을	때	혹은	우리가	모

든	것을	잃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질문은	‘왜?’,	‘왜	나야?’,	‘왜	지금이지?’

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

종	‘왜?’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혹은	왜	그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적

인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상황이	정말로	힘들어질	때,	

‘왜?’라고	묻기보다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무엇

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세요.

해설	 	④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으로	인하여	주어가	길어진	경우이다.	핵심	주어가	

the	question이므로	단수	동사	is가	적절하다.		 	

①	주어가	he이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②	핵심	주어가	The	question

이므로	is가	적절하다.	③	tragedy가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가	적절하다.	⑤	

주어가	the	situation이므로	is가	적절하다.

01
해석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무엇을	보나요?	당신은	스스로의	모습을	봅니다.

해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쓴	경우로,	타동사의	목

적어로	쓰인	재귀대명사이다.

02
해석	 	한	나라는	또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들여올	것입니다.

해설	 	‘다른	한	나라’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another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해석	 	이	사람들	중	누구도	파티에	오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

지	궁금해.

해설	 	문맥상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파티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해석	 	이	여성	둘	다	그	전쟁에	관한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우리가	

그	전쟁에	관해	글	쓰는	것을	도와줄	거야.

해설	 	전쟁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것에	관한	글을	쓰

는	것을	도울	것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Both	of	these	women

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해석	 		빵	그	자체가	접시였다.

CHAPTER  02 대명사

01 yourself 02  another 03 `�None 04 Both  05 itself

06  yourself 07  in itself 08  both 09 by myself 10 yourself

11 the other 12 herself 13 None 14 Between ourselves 

15 yourself  16 either 17 me → myself 

18 itself → himself 19 each → both 

20 themselves → himself 21 another → the other  

22 in herself → by herself 23 some of them → none of them 

24 them → themselves 25 both of them → neither of them 

26 Anybody → Nobody 27 me → myself  

28 see you → see yourself 

✽24~26쪽

Practice 1

해설	 	강조	용법으로	쓰인	재귀대명사이다.	빵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단수	명

사를	받아주는	재귀대명사	itself를	쓴다.

06
해석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를	그만	두고	자신감의	결여로	고통	받지	마라.

해설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는	You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재귀대명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해석	 	‘구걸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해설	 	‘저절로’라는	의미의	‘of	itself’	보다	‘그	자체로’라는	의미의	‘in	itself’가	

자연스럽다.

08
해석	 	두	그룹	모두	편지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

해설	 	복수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both가	적절하다.	단수	명사	group이	이

어질	경우	each를	쓸	수	있다.

09
해석	 	내가	혼자서	그것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신났다.

해설	 	by	myself:	나	혼자서,	나	홀로		

	 beside	myself: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10
해석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할	시간과	동시에	마음껏	즐길	시간을	

남길	것을	확실히	해.

해설	 	enjoy	yourself:	마음껏	즐기다

11
해석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	한	그룹은	우리가	들어오는	자극에	집중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우리에게	반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해설	 	두	개의	그룹	중	하나를	one이라고	가리키고	있으므로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해석	 	Alice가	수업에	결석했다는	것을	알았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해설	 	‘~에	결석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absent	oneself	from이다.

13
해석	 	참가자들	중	누구도	그것에	관하여	아직	모르고	있다.

해설	 	부정어와	종종	함께	쓰이는	‘any-’와	‘yet’으로	보아	부정어	None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해석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나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해설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In	spite	of	ourselves:	우리도	모르게,	무심결에

15
해석	 	나는	당신이	자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해	봤으면	한다.

해설	 	to부정사의	주체는	you이므로	재귀대명사	yourself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해석	 	다른	회전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쪽	발로도	카멜	회전을	할	수	있다.

해설	 	단수	명사	foot과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either이다.

17
해석	 	남은	날	동안,	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있었다.

해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해석	 	그가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	한참	걸렸어요.

해설	 	익숙해지는	주체는	him이므로	재귀대명사	himself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해석	 	그들은	두	남자	모두에게	질문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영어로	말할	수	없었다.

해설	 	뒤에	neither가	있으므로	each를	both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0
해석	 	Jackie의	영화는	아주	재미있어.	그는	모든	액션	장면을	직접	해.

해설	 	Jackie가	액션	장면을	직접	한다는	의미이므로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	

himself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1
해석	 	Chris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설	 	하나의	손을	one	hand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른	하나의	손은	the	other라

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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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창문이	아래위로	움직이지	않았다.	Betty는	혼자	힘으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해설	 	by	oneself:	홀로,	혼자	힘으로							in	oneself:	원래,	그	자체로

23
해석	 	Gary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	

중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해설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

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none	of	them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4
해석	 	물체는	다른	물체를	그들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중력을	사용한다.

해설	 	전치사의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쓴	경우이다.	to부정사의	주체가	Things

이므로	재귀대명사로	themselve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해석	 	안전벨트	덕분에,	그들	둘	다	사고에서	다치지	않았어요.

해설	 	안전벨트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neither	of	them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6
해석	 	당신의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누구도	자신이	하고	싶

은	것을	모두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해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므로	

Nobody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7
해석	 	비록	그것이	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안다	해도,	나도	모르게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

해설	 	in	spite	of	oneself:	나도	모르게,	무심코

28
해석	 	만약	당신이	리더쉽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를	미래의	세계적	

지도자로	보라.

해설	 	명령문에서	생략된	주어는	You이므로	see의	목적어로	재귀대명사		

yourself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1
해석	 	몇몇	사람들은	파티에	있던	그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해설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파티에	있던	그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02
해석	 	Jason은	지난주에	열린	회의	중	어떠한	곳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해설	 	부정어와	‘any’가	결합하여	전체	부정을	나타낸다.

03
해석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꽤나	다르다.

해설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는	‘A와	B는	별개이다.’라는	말이다.

04	
해석	 	그녀는	그들	중	한	명도	알지	못해.

해설	 	부정어와	‘either’가	결합하여	전체	부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녀는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01 everyone 02 none 03 `another 04 neither  05 Some 

06 that, this 07 that 08 that 09 ones  10 Either 

11 None of the money 12 it 13 it 14 those 

15 All 16 do not always say 17 none 18 It 

19 it 20 its 21 no one  22 That → It 

23 No one → Everybody 24 makes possible → makes it possible 

25 that → those 26 that → it 

27 All → None 28 those → that 

29 either → neither 30 that → it 

Practice 2
✽29~32쪽

05
해석	 	그들	모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설	 	그들	중	몇몇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었다.

06
해석	 	원본과	사본은	쉽게	구별되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이야.

해설	 	the	one은	전자,	the	other는	후자를	가리키므로	멀리	있는	전자를	that으

로,	가까기에	있는	후자를	this로	지칭한다.

07
해석	 	해마다	남자	외국인	수가	여자	외국인	수보다	많았다.

해설	 	비교	대상은	남자	외국인의	수와	여자	외국인의	수이므로	the	number를	

대신하여	쓰이는	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08
해석	 	중국의	경제는	일본의	경제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설	 	가리키는	대상이	economy이므로	단수	명사를	지칭하는	that이	적절하다.

09	
해석	 	그들은	파란색	풍선	대신에	하얀색	풍선을	사려고	했습니다.

해설	 	balloons를	지칭하는	대명사이므로	ones가	적절하다.

10	
해석	 	조심해!	이	두	개의	알약	중	하나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

해설	 	조심하라는	말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두	개의	알약	중	어디에도	독성이	있

지	않다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Neither가	될	수	없다.

11	
해석	 	너의	노력	덕분에	그	돈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았어.

해설	 	상대방의	노력	덕분에	낭비된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자연스러우므로	

None	of	the	money가	적절하다.

12	
해석	 	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내가	새	지갑을	하나	사려고	할	때,	나는	내	지갑을	

가방에서	발견했다.

해설	 	a	new	one은	다른	지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방에서	발견된	지갑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지갑이므로	지시대명사	it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해석	 	태양년은	지구가	궤도상에서	태양의	주위를	약	일	년에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해설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적절하다.	

	 It	takes+사람(사물)+시간+to	V:	V	하는	데	~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14	
해석	 	좋은	작가의	자질은	좋은	발레리나의	자질과	비슷합니다.

해설	 	qualities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thos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해석	 	국경일	동안에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스로	식사할	수	있었다.

해설	 	간신히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다는	부분	부정문이	적절하다.

16	 	
해석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	내용을	항상	분명하게	말해주지

는	않는다.	종종,	그들은	진술된	내용의	바탕에	깔린	정보를	생략한다.

해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진술된	내용의	바탕에	깔린	정보를	생략한다고	하였으

므로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	내용을	항상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성을	띄는	always와	부정어가	결합하여	부분	

부정문을	만들고	있다.

17	 	
해석	 	그	방	안에	수십	가지의	게임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아이들을	포함시키

지	않고,	이것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해설	 	게임이	많았지만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게임은	없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우

므로	전체	부정문에	쓰이는	none이	적절하다.

18	
해석	 	당신의	아이가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설	 	진주어	to부정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	것은	가주어	It이다.

19	 	
해석	 	이	규칙적인	바람은	아시아	본토와	동남아시아의	섬들	사이를	여행하고	

교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8 … 팬덤 영문법 - 입문편  

01	
해석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이	친구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해설	 	목적어	자리에	진목적어	to부정사를	대신하여	가목적어	it을	쓰는	것이	적

절하다.	가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it이다.

02	
해석	 	그는	그가	연구한	사람들의	아주	극소수만이	충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칫솔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해설	 	그가	연구한	사람들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칫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03	
해석	 	비록	많은	남성	중심적	단어들이	여전히	영어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

들이	미래에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해설	 	가리키는	것이	a	lot	of	male-centered	words이므로	복수	명사를	지칭하

는	they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해석	 	우리	휴가를	위해	두	가지	계획이	있어.	하나는	먼저	런던으로	갔다가	이탈

리아로	가는	거야.	다른	하나는	런던은	건너뛰지만	이탈리아에서	이틀	더	

머무는	거야.	나는	후자	보다	전자를	선호해.

해설	 	두	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였고	하나의	계획을	One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다른	하나의	계획은	The	other라고	지칭한다.	전자는	‘the	former’,	

후자는	‘the	latter’로	표현한다.

05	
해석	 	인류의	90퍼센트가	이런	저런	종류의	멀미를	느끼기	쉽다.

해설	 	‘이런	저런	종류’라고	말할	때에는	one	kind	or	another로	표현한다.	비슷

한	예로	‘어떻게	해서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one	way	or	another가	

있다.

06	
해석	 	해변에서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

이들은	모래사장에서	성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위로	한	채로	그냥	앉아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들은	햇볕	아래	있는	것을	좋

아해요.

해설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일부를	지칭할	때	some을,	다른	무리를	지칭할	때

는	other를	쓴다.	the	other는	남아있는	전체를	가리킬	때	쓴다.

07	
해석	 	사막	식물들이	생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어떤	식물들은	비가	내리면	

그들의	조직에	물을	저장한다.	다른	식물들은	그들의	잎을	떨굼으로써	살아

갈	수	있다.	다른	식물들은	씨앗으로	생존하기도	한다.

해설	 	조직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들이	복수이므로	their,	생존	방식이	앞의	식물과

는	다른	식물들을	열거하고	이후에도	또	다른	식물의	생존방식이	나오고	있

으므로	Other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해석	 	salmonberry도	가시는	있지만,	blackberry나	raspberry	가시보다는	훨씬	

작다.

해설	 	thorns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복수	명사를	지칭하는	those를	쓰는	것이	적

절하다.

09	
해석	 	영은	수학에서	중요한데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해설	 	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므로	none	of	something이	적절하다.

10	
해석	 	당신은	스스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영어를	학

습하는	것에	관하여	긍정적인	것은	당신이	그것을	하는	것을	더	쉽고	더	흥

미롭게	만들	겁니다.

해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명사	it이다.

11
해석	 	두	남자는	그들의	나무가	고대	올림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베어서	나이

테를	세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해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아무도	나무를	

자르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해설	 	진목적어	to부정사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	것은	가목적어	it이다.

20	
해석	 	만약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언어를	안다면,	우리는	그곳을	여행하고	그것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설	 	‘a	country’s’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수	명사를	지칭하는	its를	쓴다.

21	 	
해석	 	그녀의	판단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녀의	

결정에	동의한다.

해설	 	그들	모두가	그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문맥상	누구도	그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이	적절하다.

22
해석	 	네가	일찍	자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해.

해설	 	진주어로	to부정사를	쓰고	있으므로	가주어로	I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해석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이따금씩	약간의	문제를	가진다.	그래

서	너의	문제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해설	 	전후	맥락으로	보아	‘누구도	약간의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적절하

지	않으므로	Everybody	혹은	Everyone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4
해석	 	이것은	고객들이	옷을	공짜로	얻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설	 	make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써

야	한다.

25
해석	 	마야	인들은	이집트에	있는	것들과	같은	피라미드가	있는	큰	도시들을	가지

고	있었다.

해설	 	that이	지칭하는	것이	pyramids이므로	복수	명사를	가리키는	those가	적

절하다.

26
해석	 		당신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해설	 	가목적어로	쓰이는	것은	it이다.

27
해석	 	하품을	많이	한	따뜻한	주머니를	받은	나머지	절반의	지원자들과는	달리,	

그들	중	누구도	하품을	하지	않았다.

해설	 	하품을	많이	한	나머지	절반의	지원자들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누구도	하

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28
해석	 	1990년에	석탄	에너지의	양은	수력	전기	에너지양의	세	배였다.

해설	 	가리키는	것이	the	amount이므로	단수	명사를	지칭하는	that을	쓰는	것

이	적절하다.

29
해석	 		그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시도해	봐야	소용없어.

해설	 	이어지는	말로	보아	어느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적절하므로	

neither를	이용하여	전체	부정문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30
해석	 		처음에,	그녀는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다.

해설	 	가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it이다.

Unit Test
01 it 02 none of them 03 `they 

04 The other,  latter 05 another 06 Some, Others 

07 their, Others 08 those 09 none of something  

10 yourself, it 11 both of them → neither of them 

12 Another → The other 

13 the female foreigners → that of the female foreigners 

14 in themselves → by themselves 15 ③  16 ③

17 ④ 18 ⑤ 19 ① 20 ⑤

✽3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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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두	개의	씨앗을	다른	장소에	심었다.	그	식물들이	자라는	동안	한	식물에게

는	사랑과	긍정적인	생각을	주었다.	나머지	식물에게는	단지	부정적인	생각

만을	주었다.

해설	 	두	개의	씨앗	중	나머지	하나의	씨앗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The	other를	쓰

는	것이	적절하다.

13
해석	 	매년	남성	외국인의	수가	여성	외국인의	수보다	더	많았다.

해설	 	비교	대상은	남성	외국인의	수와	여성	외국인의	수이므로	the	number	of	

the	female	foreigners를	의미하는	that	of	the	female	foreigners가	적

절하다.

14
해석	 	일단	그들이	화장실과	화장지를	혼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해설	 	‘혼자서’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by	oneself가	적절하다.

15
해석	 	명백히,	습관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좋다.	그것들은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다.	만약	신체	건강이	목표라면,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습관이다.	습관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도록	돕는	

충실한	친구이다.	하지만	어떤	습관은	우리에게	나쁜	것도	사실이다.	사실,	

그것들은	매우	강력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옛말대로,	“습관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힘든	편안한	침대와	같다.”	반드시	당신의	

습관을	현명하게	선택해라.

해설	 	③	가주어이므로	it을	쓴다.		 	

①	특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복수의	어떤	것을	지칭할	때	some을	쓴다.	

	 	②	some	(habits)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복수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	

They가	적절하다.	④	some	bad	habits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they가	적절

하다.	⑤	명령문으로	‘~해라’라는	의미로	쓰인다.

16
해석	 	텅	빈	컴퓨터	화면이나	텅	빈	종이를	응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

습니까?	작가의	블록현상.종이에	당신의	생각을	옮겨	놓을	수	없는	상태.은	

커다란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알려드리

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작품을	읽는	것에서	운동에	이르기

까지	작가의	블록현상	때문에	많은	것을	합니다.	이	현상을	극복하는	최선

의	방법은	그냥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서두가	떠오르지	않는	경

우에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써보세요.	무엇인가를	써보게	되면	

뇌에	있는	쓰기	영역이	활성화	되어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하

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설	 	③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writer’s	block’이므로	단수	명사를	지칭하는	i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재귀대명사	yourself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동사의	목적어로	재귀대명사가	쓰인	경우이다.	②	other	writers를	의미하

는	부정대명사	others이다.	④	write의	목적어로	쓰인	대명사	something

으로,	‘어떤	것을	그냥	쓰는	것’이라고	해설할	수	있다.	⑤	이야기의	다른	한	

부분을	쓰라는	의미이므로	another가	적절하다.

17
해석	 	우리는	인간이	오감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다.	또한	다른	감각도	있는	것	같다.	즉,	육감이다.	

이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영혼을	느낄	수	있으며,	심

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래의	사건

을	예언할	수	있는	꿈,	영상,	또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	때로는	영혼이나	뭔가의	존재를	느끼기도	한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것

들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그것이	우

리가	이	감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설	 	④	의미상	어떠한	과학자도	이러한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none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오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복수	명사를	지칭하는	Those가	적절하다.	

②	‘또	다른	하나의	감각’을	의미하므로	another를	쓴다.	③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others가	적절하다.	⑤	these	things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복

수	명사를	지칭하는	they가	적절하다.

18
해석	 	한	인도인이	싱가포르의	카레	식당에	가서	3인분의	저녁을	주문한다.	그는	

혼자서	3인분을	다	먹는다.	“배고프세요?”라고	주인이	묻는다.	“나는	삼형

제	중의	한	명이에요.”라고	그는	대답한다.	“한	명은	델리에	살고	다른	한	명

은	베이징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먹

는답니다.”	그	인도인이	식당에	올	때마다	그는	3인분의	저녁을	먹는다.	이

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는	슬픈	얼굴로	식당에	온다.	그는	흐느끼며,	2인분

의	저녁을	주문한다.	주인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온다.	그는	그	인도인의	형

제가	죽은	것에	조의를	표한다.	그	인도인은	이렇게	말한다.	“오,	나의	형제

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조언했어요.”	

해설	 	⑤	글의	흐름상	형제	중	한	명이	죽어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2

인분만	주문한	것이므로	neither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혼자서’라는	의미이므로	by	oneself가	적절하다.	②	두	형제	중	나머지	

한	형제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the	other가	적절하다.	③	혼자서	3인분을	먹

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서로	서로’라는	의미로	쓰인다.

19
해석	 	좋은	식단	그리고	적은	알코올과	흡연	섭취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강렬한	운동은	특히나	도움이	된다.	만약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취미처

럼	어떤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역시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그	중에

서도	가장	귀중한	것은	스스로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적절한	관점에	두고	

진심을	담아	웃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해설	 	①	make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써야	한다.	

	 	②	주어가	동명사이므로	단수	동사로	수를	일치시킨다.	③	a	hobby를	가

리키고	있으므로	it이	적절하다.	④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⑤	스스로를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20
해석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나요?	제	이야길	들려드릴게요.	나는	내	

일을	잘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	동료들이	나의	성공에	

행복해하는	대신,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어

요.	나는	정말로	그들이	내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

로에	관해	더	적게	이야기하고	내	동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시작했

어요.	그들은	그들의	성취에	관한	것을	내게	말해서	신이	났고,	우리의	관

계는	더	좋아졌어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

다면,	당신	자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떨까요?

해설	 	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yourself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내	일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t이	적절하다.	②	복수	명사	co-

workers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므로	they가	적절하다.	③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므로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쓴	경우이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재

귀대명사이다.	④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므로	others가	적절하다.

CHAPTER  03 접속사

01 In spite of 02 because 03 `as 04 Since  

05 As 06 due to 07 nor 08 but 09 if 

10 Despite 11 As soon as 12 In case of 13 during 

14 and 15 Owing to  16 not only 17 as 

18 because 19 because of 20 while → during 

21 Despite of → Despite(또는 In spite of) 

✽40~42쪽

Practice 1



10 … 팬덤 영문법 - 입문편  

01
해석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능동적인	삶을	이끌어간다.

해설	 	명사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In	spite	of가	적절하다.

02
해석	 	주로	소외	무리에	있는	십대들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과	다른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

해설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접속사	because가	적절하다.

03
해석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카메라에	있는	플래시를	직접	사용하여	그것

들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동물들을	겁먹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설	 	문맥상	‘~처럼’이라는	의미	보다는	이유를	나타내는	as가	적절하다.

04
해석	 	1985년	이래로,	그는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4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	

왔다.

해설	 	‘~이래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since가	적절하다.	since는	

완료	시제와	자주	쓰이는	것에	유의한다.

05
해석	 	이야기가	지속되면서	그것은	커지고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해설	 	문맥상	‘~하는	동안’,	‘~함에	따라’라는	의미의	접속사	As가	적절하다.

06
해석	 	그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의	분야에서	기회

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해설	 	명사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due	to가	적절하다.

07
해석	 	당신의	뇌나	귀가	손상을	입지	않은	한,	듣기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해설	 	‘A도	아니고	B도	아닌’이란	의미로	쓰이는	상관접속사는	neither	A	nor	B

이다.

08
해석	 	이	게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해설	 	‘A가	아니라	B’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not	A	but	B이다.

09
해석	 	관성이란	물체가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	멈춰있고자	하는	성질

이다.

해설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in	case	of

는	전치사로	명사(구)를	이끈다.

10
해석	 	부상으로부터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했다.

해설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절처럼	보이지만	‘she	suffered	from	her	in-

juries’는	the	pain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므

로	전치사	Despite가	적절하다.

11
해석	 	“그것을	보자마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숨을	쉬었

죠.”라고	그가	말했다.

해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As	soon	as가	적절하다.

12
해석	 	화재	발생	시에는	비상벨을	울리세요.

해설	 	명사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in	case	of가	적절하다.

13
해석	 	날다람쥐는	당신이	낮	동안에	보는	다람쥐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해설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while은	절을	이끄

는	접속사이다.

14
해석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해설	 	‘A와	B	둘	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Both	A	and	B이다.

15
해석	 	그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에	회의가	연기되었어요.

해설	 	명사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Owing	to가	적절하다.

16
해석	 	그녀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음악성도	대단하죠.

해설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상관접속사는	not	only	A	but	

also	B이다.

17
해석	 	그가	새로	왔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거야.

해설	 	문맥상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as가	적절하다.

18
해석	 	태양열	난방장치와	태양열	조리	기구는	1800년대에	발명되었지만	이것들

은	오직	맑은	낮	동안에만	작동했기	때문에	매우	인기	있지	않았다.

해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접속사	because가	적절

하다.

19
해석	 	Ella는	1978년에	두	번째	임기를	위해	다시	선출되었고	건강	악화	때문에	

1980년에	집무실을	떠나야만	할	때까지는	노동자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일했다.

해설	 	명사구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because	of가	적절하다.

20
해석	 	짧은	생애	동안에	그는	많은	놀라운	그림들을	그렸다.

해설	 	명사구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21
해석	 	내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Ms.	Bell이	내	신발을	벗기게	하지	않았다.

해설	 	‘~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는	despite과	in	spite	of이다.

22
해석	 	언어의	간결함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경할	만하다.

해설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상관접속사는	not	only[simply/

just/merely]	A	but	also	B이다.

23
해석	 	내가	언급할	책은	당신이	학위를	받도록	돕지도	않으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지도	않을	것입니다.

해설	 	neither	A	nor	B에서	A와	B는	형태상	병렬연결이므로	to	get과	병렬	연결

하여	to	earn을	쓴다.	help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나	원형부정사를	취

하는	동사이다.

24
해석	 	나는	그	돈으로	카메라나	무선	헤드폰	둘	중에	하나를	살	거야.	둘	다	살	여

유는	없어.

해설	 	둘	다	살	여유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둘	중에	하나만	살	것이라는	의미이다.	

‘A와	B	둘	중	하나’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either	A	or	B이다.

25
해석	 	십대들은	낮	동안에	많은	것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해설	 	명사	the	day를	이끌고	있으므로	전치사	during이	적절하다.	need는	do

와	병렬연결	되어	있다.

26
해석	 	그와	나는	둘	다	코미디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해설	 	neither는	nor와	함께	쓰이는	상관접속사로	‘A와	B	둘	다	아닌’이라는	의미

이다.

27
해석	 	어두워짐에	따라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해설	 	‘~함에	따라서’라는	의미이므로	접속사	As가	적절하다.

28
해석	 	비록	피곤했지만,	그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해설	 	접속사	as가	양보	부사절을	이끌	때	‘형용사/부사/무관사	명사+as’의	형태

를	취한다.	따라서	as가	적절하다.

22 not → not only[simply/just/merely] 23 earning → to earn

24 and → or  25 while → during 

26 or → nor         27 Like → As  28 since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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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장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설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절이	쓰이고	있다.

02
해석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을	처음	한다면,	많은	메시지들이	이상하게	생긴	단어

들과	구두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끌릴	것입니다.

해설	 	명사	the	fact와	동격을	이루는	that절이다.

03
해석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이다.

04
해석	 	그	생각은	아침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것이었다.

해설	 	be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that절이다.

05
해석	 	주중	대부분의	날에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한다면	당신은	바라던	체중

뿐만	아니라	일생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해설	 	의미상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06
해석	 	언제	그들이	우리에게	전화할	거라고	생각해?

해설	 	believe는	간접의문문의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므로		

When	do	you	believe가	적절하다.

07
해석	 	20대에	Ella는	치과의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해설	 	if	다음에는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오지만	that	다음에는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므로	that이	적절하다.

08
해석	 	스스로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

은	자신감을	쌓을	당신만의	방법을	갖게	될	것이다.

해설	 	문맥상	‘~해라.	그러면’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명령문+and’를	써

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해석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혼동합니다.

해설	 	문맥상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whether가	적

절하다.

10
해석	 	4개월이	될	때쯤에는	Michael은	‘엄마,	저녁으로	뭘	먹어요?’와	같은	완전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다.

해설	 	의미상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보다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할	때쯤에는’

이	적절하다.
11
해석	 	만약	누군가	너에게	가족의	정의를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답할	거니?

해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므로	asks가	적절하다.

12
해석	 	많은	것들이	다시	사용될	일이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의	기

억들을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설	 	문맥상	‘~을	고려해	보건데’라는	의미의	given	that보다	‘비록	~라	할지라

도’라는	의미의	although가	적절하다.

13
해석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남을	돕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해설	 	문맥상	‘~할	때마다’라는	의미의	every	time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4
해석	 	비록	작은	성공일지라도,	성공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해설	 	문맥상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as	soon	as보다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even	

if가	적절하다.

15
해석	 	그	문을	열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화를	낼	거야.	그녀는	혼자	있기를	

원해.

해설	 	혼자	있기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문을	열면	화를	낼	것이다.	‘명령문	and’는	

‘~해라	그러면’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해석	 	가장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인지	말해줄래요?

해설	 	동사	tell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주어+동

사’의	어순이어야	한다.

17
해석	 	바지가	오래갔기	때문에(튼튼했기	때문에)	광부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해설	 	광부들이	바지를	좋아한	이유가	바지가	오래	가도록	튼튼했다는	것이므로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가	적절하다.

18
해석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너는	무엇을	할	거야?

해설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하므로	조건의	부사절	접속

사	Suppos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해석	 	아이가	없는	한	늙은	부부가	개울가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비록	그

들은	늙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해설	 	늙은	부부가	아이를	원하는	것이므로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In	case가	아

닌,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Even	though(Although,	Though)가	적절하다.

20
해석	 	네가	그녀에게	거짓말	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그녀가	널	초대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야.

해설	 	‘~을	고려해보면’이라는	의미로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given	

that이다.

21
해석	 	당신이	좋든	말든,	인생과	자연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해설	 	If는	‘~라면’이라는	의미로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거나	‘~인지	아닌지’라

는	의미로	명사절	접속사를	이끌	수	있다.	‘~이건	아니건’이라는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것은	whether이다.	또한	if는	문두에서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22
해석	 	그가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해설	 	believe는	간접의문문의	의문사를	문두로	보내는	동사이므로	What	do	

you	believe	he	is	talking	about?이	적절하다.

23
해석	 	컵의	절반이	비었는지	찼는지는	여러분의	관점에	달려있습니다.

해설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명사절	접속사		

whether가	적절하다.

24
해석	 	그	결과,	우리는	배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먹는다.

해설	 	‘비록	~라	할지라도’라는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로	두	문장을	이어주

는	것이	자연스럽다.

25
해석	 	만약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관해	생각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곧	깨달을	것입니다.

01 that ~ active. 주어 02 that~marks. 동격 

03 `that~healthy. 목적어 04 that~day. 보어  05 If 

06 When do you believe 07 that 08 and 09 whether  

10 By the time 11 asks 12 although 

13 Every time 14 even if 15 and → or 

16 where is the closest post office → where the closest post office is 

17 although → because 18 Supposed → Supposing 

19 In case → Even though 20 giving that → given that 

21 If → Whether  

22 Do you believe what → What do you believe 

23 That → Whether 24 unless → even though 

25 how this is important → how important this is 

26 Though → When 27 because → although

Practice 2
✽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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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

사+주어+동사’이며	의문사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명사를	의문사와	함께	쓰

는	것이	적절하므로	how	important라고	쓴다.

26
해석	 	사람이	스트레스를	겪으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해설	 	의미상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적절하다.

27
해석	 	우리는	둘	다	한	동네에서	자라기는	했는데,	그	당시	서로를	알지	못했다.

해설	 	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당시에는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although가	적절하다.

해설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의미의	상관	접속사이다.

09
해석	 	나는	누가	그것을	발명했는지	알고	싶어요.

해설	 	간접의문문의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10
해석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들의	몸은	이완이	됩니다.

해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접속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해석	 	네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겠니?

해설	 	동사	tell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어순은	‘의문사+주어+

동사’가	적절하다.

12
해석	 	우리가	준비	되어있건	아니건	날씨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해설	 	‘~이건	아니건’이라는	의미의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것은		

whether이다.

13
해석	 	그가	스무	살이	될	때쯤에는	그는	이미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설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것은	By	the	time이다.

14
해석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	차량들에	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설	 	Though는	접속사이므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이끈다.	명사와	함

께	쓰이는	것은	전치사	Despite	혹은	In	spite	of이다.

15
해석	 	대부분	우리는	피부가	더위,	추위,	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설	 	whether	다음에는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오지만	that	다음에는	확정

적인	내용이	나오므로	that이	적절하다.

16
해석	 	실제로,	이동성은	가능하지도	않았거니와	오늘날처럼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해설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닌

17
해석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나이다.

해설	 	if는	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일	수	있으므로	whether가	적절하다.

18
해석	 	이것은	건망증이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흥

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것에	관하여	연구할	때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의	not	only	A	but	also	B가	쓰이는	것이	적

절하다.

19
해석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먼저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라.	만약	그가	당신이	자신을	안내하길	원한다면	그의	팔을	당기

지	마라.	그저	당신의	팔을	내어주고	그가	안전하게	당신을	따라올	수	있게	

해라.	앞을	못	보는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할	때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라.	아마도	그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당신이	

떠나려거든	그가	알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텅	빈	의자에	계속해서	말

할	것이다.

해설	 	④	tell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므로	who	you	are가	적절

하다.	

	 	①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접속사가	적절하다.	②	내용상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If는	적절하다.	③	두	개의	절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등위접속사	and

는	적절하다.	⑤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목적어와	능동관계에	있으므로	

동사원형	know는	적절하다.

20
해석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의	선생님	Ms.	Baker는	그녀의	책상	한	가운

데에	둥근	물체를	두었다.	그녀는	내	친구	Daniel에게	그	물체의	색깔이	무

엇인지를	물었다.	“흰	색이에요.”라고	그가	답했다.	나는	그가	그	물체가	흰

색이라고	말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에게	그것은	명백히	검은색이었

01	
해석	 	외모는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고,	대우하는	방식에	영항을	주고	승진을	결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	해도,	사실이다.

해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주어와	be동사를	생략

한	경우이다.	완전한	문장은	‘Although	it	is	not	fair.’이다.	또한	fair는	명

사가	아니므로	Despite이	쓰일	수	없다.

02	
해석	 	논쟁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어

야	합니다.

해설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절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명사절	접속사	whether이

다.	if는	전치사의	목적어절을	이끌	수	없다.

03
해석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해설	 	‘~해라.	그러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명령문+and’이다.

04
해석	 	이	음식은	나이프와	포크,	또는	심지어	접시	없이	쉽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

에	인기가	있었다.

해설	 	음식이	인기	있던	이유가	나오고	있으므로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	because

가	적절하다.

05
해석	 	계속된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어들은	시력을	

잃게	되었다.

해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살던	것이	원인이	되어	시력을	잃었다는	의미이므로	

‘~	때문에’라는	의미의	Since가	적절하다.

06
해석	 	일단	모든	자료가	수집되자,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해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접속사	Once가	적절하다.

07
해석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동안에	무리지어	있어야	합니다.

해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	주어와	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while	they	are	in	the	water’에서	주어와	be동사가	생략된	경우

이므로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during은	전치사로	명사(구)를	이끈다.

08
해석	 	의사와	환자는	질병과	장애를	모두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법에	의존하

는	중이다.

Unit Test
01 Although  02 whether 03 `and 04 because 

05 Since 06 Once 07 while 08 and 

09 who invented it 10 During → When 

11 what kind of problems do you have → what kind of problems you have

12 If → Whether 13 By → By the time 

14 Though → Despite 15 whether → that  16 or → nor

17 if → whether 18 not time → not only time 

19 ④ 20 ③ 21 ⑤ 22 ⑤ 23 ⑤ 

24 ①

✽49~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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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래서	나는	“검은	색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때,	Ms.	Baker는	나에게	

Daniel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서	있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와

서	내가	있었던	곳에	서있으라고	말했다.	Daniel과	나는	위치를	바꾸었고	

그녀는	나에게	그	물체의	색깔이	무엇인지	물었다.	두	번째에	나는	“흰	색

이에요.”라고	답해야	했다.	나는	어떤	사물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설	 	③	‘~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②	ask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

는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쓰였다.	④	결과를	이끄

는	접속사	so이다.	⑤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이다.
21
해석	 	피자나	fried	chicken같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음식이	아니라면	먹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입을	벌리고	씹어서는	

안	되고	입에	음식이	있는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	놓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식사를	하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	기다리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않

는다면	이것은	종종	특별히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된다.

해설	 	①	‘~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unless는	적절하다.	

	 	②	진주어	절을	이끄는	that은	적절하다.	③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while은	

적절하다.	④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until은	적절하다.	⑤	내용상	조건의	부

사절	접속사	if가	적절하다.

22
해석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Alisa	Rosenbaum과	그녀의	가족

은	러시아의	크리미아	주로	도망쳤다.	혁명이	끝난	후,	Alisa는	대학에	다

니기	위해	그녀의	고향인	Saint	Petersburg로	돌아왔다.	1926년에	그녀

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그녀는	(미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름을	“Ayn	Rand”로	바꾸고	할리우드로	이

주하여	영화	산업에	종사했다.	1930년대에,	그녀는	처음으로	두	권의	책

을	발간했지만,	많은	비평을	받거나	인기를	누리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1943년에	그녀의	유명한	책인	‘The	Fountainhead’가	발간되었고,	육백

만	부	이상	팔렸다.

해설	 	⑤	neither는	nor와	함께	‘A도	B도	아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①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에	해당한

다.	②	‘~한	직후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이다.	③	decide의	목적어	절

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다.	④	changed,	moved,	worked를	연결

하는	등위접속사	and이다.

23
해석	 	어느	날	한	여자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	그녀는	딸기	아이스크림콘을	

주문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기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알아

차렸다.	그녀는	그를	살펴보곤	그가	Brad	Pitt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여자는	

그의	모든	영화를	봐왔고	그를	좋아했지만	Brad	Pitt	앞에서	어떤	미친	팬

처럼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멋지게	행동하는	척	했다.	그	

여자가	가게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두고	왔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고	Brad	Pitt가	카운

터에	서서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가게	점원에게	자신

이	아이스크림을	잊어버리고	나갔다고	말했다.	Brad	Pitt는	“아니에요.	당신

은	잔돈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가방에	넣었어요.”라고	말했다.

해설	 	⑤	아이스크림을	두고	나간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므로	‘~인지	아닌지’의	의

미인	if가	아닌	t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쓰

이고	있다.	②	명사절	접속사로	sa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등위	접

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④	‘~처럼’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이고	있다.

24
해석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부

분의	사람들이	의약품과	외과수술의	발달	덕분에	장수한다는	통계에도	불

구하고,	그	통계	수치가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다.	30대와	40대들이	한	때	

50대와	60대를	위협했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나는	무엇이	이러

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궁금하다.

해설	 	①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사	Despite이	적절하다.	

	 	②	most	people이	주어이므로	복수형	동사	are는	적절하다.	③	‘~덕분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적절하다.	④	‘한때’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고	있다.	

⑤	간접의문문으로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다.

CHAPTER  04 동사

01 impossible 02 discuss 03 `fresh 

04 waited for  05 warm 06 fell 07 terrible 

08 laid 09 aroused 10 worked as 11 speak to 

12 talking to, gentle and nice 13 arrive at 14 attend 

15 stylishly → stylish  16 reaches to shore → reaches shore 

17 felled down → fell down 18 seating → sitting 

19 rapid → rapidly 20 sweetly → sweet 

21 rise → raise  22 confidently → confident 

23 importantly → important 

✽56~58쪽

Practice 1

01
해석	 	그들은	불가능해보였던	것을	이뤘습니다.

해설	 	seem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다.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02
해석	 	여러분들의	수업	중	어느	곳에서건	여러분들은	기사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

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해설	 	discuss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03
해석	 	그들은	더	오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새로운	종류의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설	 	stay는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다.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04
해석	 	그녀는	물감을	여러	번	칠하고	그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해설	 	wait는	자동사로	쓰이므로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

야	한다.

05
해석	 	온혈동물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다.

해설	 	keep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warm이	적절하다.

06
해석	 	Ms.	Angela가	내	신발을	흔들었을	때,	두	마리의	붉은	개미가	밖으로	떨어

졌다.

해설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이므로	fall의	과거형인	fell이	적절하다.	felled는	타동

사	fell의	과거형이다.

07
해석	 	잘	설계된	차는	충돌	후에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더	안전하다.

해설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terrible이	적절하다.

08
해석	 	암컷	파리가	그	알을	낳고	떠났다.

해설	 	‘~을	낳다’는	의미로	쓰이는	타동사는	lay(-laid-laid)이다.	

	 lie-lay-lain:	놓여있다,	눕다

09
해석	 	그의	강연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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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타동사	aroused가	적절하다.	arose는	자동사	

arise의	과거형이다.

10
해석	 	Bette가	은행에서	비서로	일했을	때	그녀는	많은	타이프	업무를	해야만	

했다.

해설	 	work는	‘일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이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전치사

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11
해석	 	이야기와	보고를	결합함으로써,	글쓴이는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	둘	다에	말

할	수	있다.

해설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의미의	speak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

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speak가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특

정한	언어를)	할	줄	알다,	구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2
해석	 	한	경호원이	모자를	쓴	소녀와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점잖고	

친절해보였습니다.

해설	 	talk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일	때	자동사로	쓰이므로	talking	to라

고	써야	목적어	a	girl을	받을	수	있다.	look은	보어를	취하는	2형식	동사이

므로	형용사	gentle	and	nice가	적절하다.

13
해석	 	그	그룹은	썰물일	동안에	해변에	도착하려고	했다.

해설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14
해석	 	올해,	회원들은	할인된	요금으로	여름	과학	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설	 	attend는	‘~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며,	attend	to는	‘~을	돌보

다,	시중들다,	~을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15
해석	 	대부분의	여성들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불편한	높은	굽의	신발을	신

는다.

해설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stylish가	적절하다.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16
해석	 	파도가	해안가에	도달하면,	그것은	무서운	거인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해설	 	reach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17
해석	 	거미가	기어	올라갈	때,	거미줄에	있던	가느다란	줄	하나가	끊어졌고	거미

는	아래로	떨어졌다.

해설	 	felled는	타동사	fell의	과거형으로	‘~을	넘어뜨리다’라는	의미이다.	‘넘어지

다,	떨어지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자동사	fall이므로	fall의	과거형	fell이	

적절하다.

18
해석	 	흥미로운	것은	그가	어떤	탈	것	위에	앉아있었다는	점이다.

해설	 	seat은	타동사로	‘~을	앉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앉다’라는	의미의	자동

사는	sit이다.

19
해석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니?

해설	 	disappear는	자동사이며	형용사를	쓸	경우	수식할	대상도	없고	보어로서의	

쓰임도	없으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rapidly가	적절하다.

20
해석	 	그녀의	정원에	있는	꽃은	달콤한	향기가	난다.

해설	 	smell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보어로	형용사	sweet

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1
해석	 	그녀는	그들을	도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설	 	‘모금하다’라는	의미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타동사	raise이다.

22
해석	 	그녀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자신이	꿈	꿔왔던	것을	성취

했다.

해설	 	‘~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로	쓰인	appear는	보어를	갖는	2형식	동사이므로	

형용사	confident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해석	 	그래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해설	 	become은	보어를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

사	important가	적절하다.

01
해석	 	내게는	작년에	아빠가	나에게	사주신	예쁜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해설	 	buy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for를	쓴다.

02
해석	 	나의	색깔과	얼룩이	너무	선명해서	모두가	나를	쉽게	볼	수	있어.

해설	 	형용사를	쓸	경우	수식할	대상도	없고	보어로서의	쓰임도	없으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easily가	적절하다.

03
해석	 	나는	강아지	공원이	강아지들을	건강하게	해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

니다.

해설	 	keep이	5형식	동사로	쓰이고	있다.	healthy는	강아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해석	 	건설한	사람들은	그	섬이	바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다.

해설	 	expect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expect+목적어+to부

정사’	형태로	쓰인다.

05
해석	 	그	조사에	따르면,	파란색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행복하게	느끼게	한다.

해설	 	사역동사	make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06
해석	 	만약	네가	너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꽤나	단순하다.	행동

해라.

해설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로	‘want+목적어+to부정

사’	형태로	쓰인다.

07
해석	 	다음	정보	그래프는	학생들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해설	 	get이	‘~를	…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학생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	active가	적절하다.

08
해석	 	그때,	한	웨이터가	내게	멕시코	모자인	솜베로를	쓰라고	건넸다.

해설	 	hand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	동사이므로	‘hand	me	

a	sombero’가	적절하다.

09
해석	 	여러분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한,	여러분은	기분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해설	 	express는	3형식	동사에	해당하며,	형용사를	쓸	경우	수식할	대상도	없고	

보어로서의	쓰임도	없으므로	부사	safely가	적절하다.

01 for 02 easily 03 `healthy 04 to slide 05 feel 

06 to be 07 active 08 me 09 safely  10 carrying 

11 turn it off  12 wrapped 13 open 14 to choose 

15 repair 16 lifted 17 to stay 18 to me 

19 to tell → tell 20 the market → to the market 

21 give the heat for the pool → give the heat to the pool  

22 teach → to teach 

23 Throw straight up it → Throw it straight up 

24 to watch → watch 또는 watching 

25 taught to me → taught me 

26 for → to  27 give away him → give him away

Practice 2
✽6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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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석	 	한	운전자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두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자루들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해설	 	지각동사	see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두	남자가	무거운	자루를	들고	가는	것이므

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는	능동이다.

11
해석	 	주인은	일어나서,	시계를	찾고,	그것을	꺼야만	합니다.

해설	 	‘타동사+부사’가	대명사	목적어와	함께	쓰일	때	반드시	‘타동사+대명사+

부사’의	어순을	따른다.

12
해석	 	그	머그잔이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설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과

거분사를	쓴다.	머그잔은	포장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
해석	 	다섯	시	삼십	분에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해설	 	지각동사	hear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14
해석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도록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encourage는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choose가	

적절하다.

15
해석	 	나는	오래된	농장을	수리하기	위해	나를	도와줄	목수를	한	명	고용했다.

해설	 	help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

나	동사원형을	쓴다.

16
해석	 	당신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해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므로	지각동사	feel의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7
해석	 	이것은	그들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해설	 	allow는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18
해석	 	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해설	 	lend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to를	쓴다.

19
해석	 	남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유명한	장소들에	관해	이야기	해줄게요.

해설	 	let은	사역동사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경우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tell이	적절하다.

20
해석	 	몇	년	전에,	한	컴퓨터	회사가	시장에	새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해설	 	introduce는	3형식	동사이므로	‘~에게’는	전치사	‘to’를	이용하여	표현

한다.

21
해석	 	각각의	동전은	땅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막는데	이	구멍들은	웅덩이에	열기

를	준다.

해설	 	give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to를	쓴다.

22
해석	 	나는	그녀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갔고	우리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

라고	엄마께	부탁드렸다.

해설	 	ask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23
해석	 	이제	당신의	낙하산은	모두	준비되었다.	그것을	공중으로	똑바로	던지고	어

떻게	낙하하는지	살펴보자.

해설	 	타동사가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타동사+대명사+부사’의	어순을	취

한다.

24
해석	 	나는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해설	 	지각동사	feel은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25
해석	 	내가	멕시코	공군에서의	나의	경험을	기억해	낼	때마다	나는	그가	내게	전

투기를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의	비행	교관을	생각하게	된다.

해설	 	teach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	동사이므로	간접목적어

로	쓰인	사람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26
해석	 	그	DJ는	또한	모든	지역의	네발	발린	동물들에게	이러한	충고도	아끼지	않

았다.

해설	 	offer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to를	쓴다.

27
해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친구가	그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가	강아지를	줘버렸다

고	말씀하셨다.

해설	 	부사와	함께	쓰인	타동사가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타동사+대명사+

부사’의	어순을	취한다.

01
해석	 	사람의	심장은	주먹의	모양과	크기와	닮아있습니다.

해설	 	resemble은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02
해석	 	나는	각각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려고	했지만	모든	질문이	너무	어려웠

어요.

해설	 	형용사를	쓸	경우	수식할	대상도	없고	보어로서의	쓰임도	없으므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perfectly가	적절하다.

03
해석	 	그	식물들은	또한	밀랍	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이	흡수되지	않

게	하여	떠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해설	 	help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	to부정사를	쓴다.

04
해석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고	우리는	그들과	단지	짧

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make가	5형식	동사로	쓰여	them이	happy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격보

어로	형용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해석	 	그는	조종사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가

서	앉았다.

해설	 	지각동사	see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앉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는	sit이다.	seat은	

‘~를	앉히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다.

06
해석	 	그러나	돈이	Getty에게	행복을	사	주지는	못했다.

해설	 	buy는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for를	쓴다.

Unit Test
01 resembles 02 perfectly 03 `to remain 

04 happy 05 sitting, sit  06 for 07 called 

08 reach 09 entered 10 to change, respond to 

11 comfortable 12 discussed, interesting 

13 listened to 14 result in 15 angry  16 get, done

17 approaching 18 to get 

19 differently → different 20 approach to them → approach them 

21 easy → easily 22 rise → raise 

23 wear → to wear 24 seriously → serious

25 marry with Dad → marry Dad 

26 contribute → contribute to 27 ⑤ 28 ② 

29 ⑤ 30 ④ 31 ① 32 ②

✽6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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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석	 	Amy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

대로	나아갔다.

해설	 	지각동사	hear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이름이	불리는	것이므로	called가	적절하다.

08
해석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새로운	음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연습했다.

해설	 	‘(특정	수준에,	속도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reach는	타동

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09
해석	 	내	뒤를	따라	누군가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해설	 	‘~에	들어가다’는	의미의	enter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

한다.	enter	into:	(논의,	관계,	협약을)	시작하다

10
해석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용품들을	개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들로	하

여금	색과	같은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당신의	그날그날의	기분에	반

응하게	할	것이다.

해설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respond는	자동사이

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여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11
해석	 	나는	편안하게	쉬면서	차가운	음료를	즐기기	위해	앉아	있다.

해설	myself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형용사	comfortable이	적절하다.

12
해석	 	그	당시에,	나는	보트에	흥미가	있었고,	그는	나에게는	무척	흥미롭게	보이

는	방식으로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해설	 	discuss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며,	seem은	보어를	갖는	

2형식	동사이므로	형용사	interesting이	적절하다.

13
해석	 	하지만	한수는	행복하게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해설	 	listen은	자동사이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여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14
해석	 	더	낮은	속도에서의	충돌이	사망	또는	중상을	덜	초래할	것	같다는	것은	분

명하다.

해설	 	자동사	result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	전치사의	목적어를	갖는다.	result	

from은	원인을	이끌고	result	in은	결과를	이끈다.	더	낮은	속도에서의	충

돌이	사망	또는	중상이라는	결과를	덜	초래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result	

in이	적절하다.

15
해석	 	그	감정의	상황	속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화가	난	상태에	머물기	쉽다.

해설	 	stay는	2형식	동사이며	형용사를	보어로	취한다.	주어	you의	상태를	설명

하고	있으므로	angry가	적절하다.

16
해석	 	일정이	잡히지	않은	시간은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하고	예상치	못한	업무의	

여러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설	 		help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	to부정사를	쓴다.	get은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과거

분사를	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은	행해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를	쓰는	것

이	적절하다.

17	
해석	 	그	자료는	보행자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

을	들을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설	 	지각동사	hear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전기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이므로	approaching이	적절

하다.

18
해석	 	상담원은	(상담)	의뢰인에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약간의	

감정적	거리를	두라고	자주	충고한다.

해설	 	advise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to	get이	적절하다.

19
해석	 	너도	이미	알다시피,	나는	나의	친구들과	매우	달라	보여.

해설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different가	적절하다.

20
해석	 	미술관은	당신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흥미로운	곳일	수도	있고	아주	

지루한	곳일	수도	있다.

해설	 	approach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21
해석	 	만약	나의	친구들과	내가	현장학습에서	학교	교복을	입는다면,	우리는	서로

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설	 	easy로	목적어	each	other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사	find를	

수식하는	부사	easily가	적절하다.

22
해석	 	내가	올바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손을	들	수	

없어.

해설	 		‘~을	올리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이는	것은	raise이다.

23
해석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으로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요하는	것

처럼	우리는	투표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투표	역시	똑같이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해설	 	force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24
해석	 	19세기	후반의	사진들을	보면	사진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진지해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해설	 	look은	2형식	동사로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seriou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해석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엄마의	아버지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다.

해설	 	marry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26
해석	 	의사	결정자의	지식과	경험은	필수적이며	좋은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contribute은	‘~에	기여하다,	(~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로	

전치사	to나	toward와	함께	쓰여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27
해석	 	만약	당신이	야외에	있다면,	들판	또는	산꼭대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낮은	

자세를	유지해라.	만약	여러분이	들판에	있다면,	엎드려	있되	당신의	신체는	

가능한	한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지	마라.	가능하

다면,	당신의	배낭이나	당신이	지니고	있는	물건	중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

떠한	것(플라스틱	같은	것)에라도	올라서라.	나무만	있는	곳,	우천이나	소풍	

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	등은	피하라.	깃대	또는	금속	담장	같은	금속물체	

가까이에는	서지	마라.	만약	수영을	하고	있다면,	물	밖으로	나와라.	만약	차

안에	있다면,	차안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나	어떠한	금속류	표면에도	손대지

는	말고	창문을	닫아라.

해설	 	⑤	창문이	닫히는	것이므로	rolled	up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보어를	취하는	2형식	동사이므로	형용사가	적절하다.	②	lie가	‘(어떤	상

태로)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로	

쓰인다.	③	‘전도하다’는	의미의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

다.	④	a	tree를	의미하는	재귀대명사이므로	itself가	적절하다.

28
해석	 	너무	많은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설탕이	우리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설탕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게	만

든다.	이것은	학교에서나	혹은	일터에서	우리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설탕에	

중독된	사람들은	설탕	섭취를	멈추었을	때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가

질	수	있다.

해설	 	②	us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형용사	anxious가	적절하다.

	 	①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므로	knows가	적절하다.	③	타동사이므로	전

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④	tell은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

는	동사이다.	⑤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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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석	 	태양이	없다면	우리들	중	누구도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의	지

구를	올바른	온도로	데워줍니다.	만약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얼

어붙을	것입니다.	태양은	식물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식물은	살지	못할	것입니

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건강에도	필요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몸이	비타민	

D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뼈,	피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태양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등빛과	초를	제외하고	태양은	우리의	유

일한	광원입니다.

해설	 	⑤	keep이	5형식	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our	bones,	skin,	and	hair의	상

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healthy가	적절하다.	

	 	①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②,	④	동사	help는	목적어

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한다.	③	live는	자동사이다.

30
해석	 	나는	내	셔츠	안에	음식봉지를	넣었다.	나는	내	셔츠	앞에	종이	봉지를	하나	

든	채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담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담장

으로부터	50	피트	정도	떨어져	있을	때,	Milo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야!	

너!	이쪽으로	돌아와!”	나는	담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Milo는	다시	

한	번	소리쳤다.	“이쪽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개를	풀어	

쫓겠어.”	그	말은	나를	더	빨리	울타리	쪽으로	뛰게	만들	뿐이었다.	Milo는	

고함을	질렀다.	“Chopper,	그를	물어!	가서	물어!”	나는	울타리	너머로	봉지

를	던져버렸다.	나는	내	뒤에	Chopper가	땅을	흔들며,	코에서	열기와	냉기

를	내뿜으며	쫓아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해설	 	④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me는	달리는	주체가	되므로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2형식	동사이다.	②,	⑤	지각동사	hear

는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취한다.	③	start는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31
해석	 	어느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음악과	소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싶었

다.	그는	여러	가지	크기의	나무	블록을	교실에	가지고	들어왔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블록을	벽에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

든	학생들은	그	소리가	소음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그	다음	선생님은	

그	블록을	다시	집어	들고	벽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생님

은	그	블록을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라	던졌다.	그러자	그	학생들은	그것이	

‘Mary	Had	a	Little	Lamb’이라는	동요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때	그	

선생님은	“음악이란	무엇이지?”라고	그들에게	질문했다.	대답은	음악은	조

직화된	소음이라는	것이다.

해설	 	①	explain은	3형식	동사이므로	to	his	students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bring은	간접목적어를	직접목적어	뒤에	둘	때	전치사	to를	쓴다.	③	지

각동사	see의	목적어	him이	던지는	주체가	되므로	throw가	적절하다.	④	

지칭하는	것이	blocks이므로	복수형	대명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rec-

ognize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한다.

32
해석	 	지구의	대기는	빛을	안으로	들이고	우리가	우주의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창문과	유사하다.	창문과	마찬가지로,	대기는	원하지	않는	물체

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	보통의	창은	먼지,	벌레,	그리고	동물들과	같이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준다.	또한	찬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

는	것을	막아	주어	집이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	준다.	유사하게	대기는	또

한	열을	막아	주고	위험한	빛으로부터	보호해	줌으로써	지구가	쾌적한	온도

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설	 		②	‘~에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enter는	타동사이므로	into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①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③	permit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이다.	④	‘stop	A	from	Ving’는	‘A가	V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⑤	사역동사	let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

가	능동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인다.

01
해석	 	여름이	왔을	때,	한참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장미는	시들기	

시작했다.

해설	 	여름이	왔을	때가	과거이며	장미가	시들기	시작했을	때	역시	과거이므로	주

절도	과거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해석	 	판소리는	전통적인	한국	음악의	한	종류이다.

해설	 	판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적절하다.

03
해석	 	내가	그	박물관에	갈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나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해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로	미래시제를	나타내므로	get이	적절하다.

04
해석	 	여름이	시작될	때,	아기	펭귄은	너무	커서	아빠	펭귄의	발	위에	앉을	수	없

게	될	것이다.

해설	 	By	the	time은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므로	현재시제로	미래시

제를	나타낸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주절은	will	be라고	쓰

는	것이	적절하다.

05
해석	 	그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해설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be	scheduled	to	V이다.

06
해석	 	농업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농사를	짓기	전에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찾

아야만	했다.

해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과거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해석	 	‘~을	연기하다’라는	표현은	야구	경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들	한다.

해설	 	to	give	a	rain	check이라는	표현의	유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므로	과거

시제가	적절하다.

08
해석	 	UNICEF는	전쟁으로	인한	아동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직후	창립되었다.

해설	 	2차	세계대전	직후	창립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09
해석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수영을	많이	했다.

해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시제나	과거완료시제만	올	

수	있다.

10
해석	 	나는	그녀가	다음	주에	개최될	그	대회에	참여할	것인지	궁금해.

해설	 	if는	동사	wonder의	목적어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이므로	미래를	의미

할	때	미래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해석	 	Martin	Luther	King	Jr.는	흑인들이	얼마나	나쁘게	대우를	받는지를	보았

고	1950년대	동안에	시민	평등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해설	 	과거	1950년대에	Martin	Luther	King	Jr.가	보았던	것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CHAPTER  05 시제

01 was 02 is 03 `get 04 will be  

05 scheduled 06 had to 07 was 08 was 

09 swam 10 will take  11 sees → saw 12 is → was 

13 releasing → release 14 it will be → it is 

15 will return → returns  16 are belonging → belong 

17 made → was making 18 am able to → will be able to

✽72~73쪽

Pract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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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Tim은	시카고	발	비행기로	막	도착해서	그의	수화물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

었다.

해설	 	주절이	과거시제이므로	종속절은	과거시제나	과거완료시제가	가능하다.

13
해석	 	그들은	최고	히트곡들을	모은	앨범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설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be	about	to	V이다.

14
해석	 	그	풀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곧	연못과	수로를	막을	것이다.

해설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므로	is	left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해석	 	Zach이	다음	주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를	위해	파티를	열어줄	예정이야.

해설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므로	return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해석	 	우리	장	속의	박테리아는	멸종	위기	종	목록에	속해	있다.

해설	 	belong은	소유	동사이므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17
해석	 	그가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내	친구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던	중이었다.

해설	 	과거에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보통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주절에서	과거진행시제로	쓰고,	짧은	시간	동안	일

어난	일을	부사절에서	과거시제로	쓴다.

18
해석	 	나는	내일	화의에서	내	휴대전화기를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해설	 	접속사	if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일	경우	미래는	미래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

01
해석	 	일단	(하던	일을)	끝내고,	Helen은	거실로	가서	창가에	앉았다.

해설	 	거실로	가기	전에	일을	끝낸	것이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해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정	직원으로	일한	이후로	민지의	삶은	쉽지	

않았다.

해설	 	since로	과거	기준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03
해석	 	사람들은	오래	전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설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ago는	현재완료시제와	함께	쓰지	않는다.

04
해석	 	몇	년	전에,	Ken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때	이후로	그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해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래로	줄곧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

료시제가	적절하다.

05
해석	 	약	15년	전,	해안가에서	사냥을	하며	살던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뭔가가	이

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설	 	15년	전의	과거이므로	과거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1 had finished 02 has not been 03 `started 

04 has been  05 noticed  06 was 

07 was standing 08 had been 

09 had proved → prove  10 has just finished → had just finished 

11 was using → has been using 

12 have wanted → had wanted 13 was → is 

14 has been to → has gone to 15 had gained → gained 

16 was → had been

Practice 2
✽76~77쪽

06
해석	 	Linda는	그	당시에	대회에	참여한	것에	너무도	불편했다고	말했다.

해설	 	주절이	과거시제이므로	종속절은	과거시제나	과거완료시제가	적절하다.

07
해석	 	Carol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며	모퉁이에	서	있었는

데	바로	그	때	그녀는	그녀의	머리	위에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다.

해설	 	과거에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보통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주절에서	과거진행시제로	쓰고,	짧은	시간	동안	일

어난	일을	부사절에서	과거시제로	쓴다.	머리	위에	표지판	하나를	발견하기	

전부터	모퉁이에	서	있었던	것을	과거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해석	 	지난	수요일	오후에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소파에서	40분을	앉아	있었다.

해설	 	과거에	학교	도서관에서	40분	동안	앉아있었다는	것이므로	과거완료시제

가	적절하다.

09
해석	 	주(州)환경장관인	Bob	Debus는	발자국들은	오래전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

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해설	 	발자국들이	증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시제	일치의	예외에	해당

하여	현재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해석	 	그는	방금	힘든	첫날을	마쳤고,	그의	오래된	픽업트럭이	시동이	걸리지	않

았다.

해설	 	힘든	첫날을	마친	것이	오래된	픽업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	보다	먼

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완료시제를	

쓸	경우	refused	to	start를	refuses	to	start라고	써도	좋다.

11
해석	 	지난	2년	동안	United	Nations은	멸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

성을	사용해	왔다.

해설	 	2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해석	 	나는	낮에	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해설	 	소망동사(intend,	expect,	hope,	want)의	과거완료가	to부정사와	함께	쓰

일	때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낸다.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had	wanted	to	visit이	적절하다.

13
해석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다.

해설	 	지구가	둥근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시제	일치의	예외에	해당한다.

14
해석	 	Dorothy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뉴욕으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해설	 	‘have	been	to’는	‘~에	가	본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에	

가고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have	gone	to이다.

15
해석	 	그녀는	우리에게	멕시코가	1821년	9월에	독립했다고	가르쳐	주었다.

해설	 	멕시코가	1821년	9월에	독립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항상	과거시제를	

쓴다.

16
해석	 	그가	암소에게	줄	짚을	가졌던	이래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해설	 	그가	암소에게	짚을	주었던	것이	대과거이며	그	시점	이래로	일어난	일이므

로	과거완료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since는	완료시제와	함께	많이	

쓰인다는	점에	유의한다.

Unit Test
01 don’t 02 were raised 03 `means 04 had seen 

05 supposed  06 have made → had made 

07 is → was 08 am believing → believe  0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②

✽78~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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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점이	과거이며	그때까지	자신의	실수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과거시제

가	적절하다.	⑤	자신이	깨달은	일반적인	교훈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

이	항상	현재시제를	쓴다.

11
해석	 	Albert	Lexie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아이였을	때,	그는	아주	가난해서	학

교도	중퇴했다.	56살인	Lexie는	요즈음	구두닦이이다.	그는	피츠버그의	아

동병원에서	일하는데	의사들의	구두를	닦고	2달러를	받아	연간	약	9천	달

러의	돈을	번다.	게다가	그는	의사들로부터	팁도	받는다.	Lexie는	부자는	아

니지만,	병원에	그	팁을	다	나눠준다.	1985년부터	아픈	어린이들에게	4만	

달러	이상을	주고	있다.

해설	 	⑤	현재완료시제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과	함께	쓰이는	것은	since이다.	

	 	①,	③	Albert	Lexie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현재시제가	적

절하다.	②	과거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④	현재	

Albert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적절하다.

12
해석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그것은	종종	그	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쓰나미라고	불리는	빠르게	이동하는	파

도를	만들어냅니다.	바다	멀리서,	그	파도는	1미터	높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안가에	도달하면	그	파도는	끔직한	거인으로	커질	수	있

습니다.	1960년에	지구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된	지진이	칠레를	강

타했습니다.	그것은	해안을	따라	25미터	높이까지의	쓰나미	파도를	만들

어냈습니다.	2011년	일본	지진도	10미터	이상	높이의	쓰나미	파도를	만

들었습니다.	그	파도들은	건물들,	자동차들,	그리고	도로를	완전히	휩쓸었

습니다.

해설	 	⑤	과거	사건이므로	과거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지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적절하

다.	②	‘~라고	불리는’이라는	의미의	과거분사이다.	③	쓰나미에	관한	일

반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reach는	타동사이므로	reaches가	적절

하다.	④	1960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13
해석	 	사람들은	축구가	수백	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	당시에

는	마을의	남자들이	다른	마을의	중간까지	공을	차	보려고	했다.	다른	마을

의	남자들도	똑같이	하려고	했다.	때로는	마을	모든	남자들이	이	경기에	참

여하기도	했다!	시합은	온	종일	걸렸고	심지어는	이틀씩이나	걸리기도	했다.	

요즈음에는	팀당	열	한	명의	선수가	있다.	경기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

된다.

해설	 	①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	ago와	현재완료시제는	함께	쓰일	수	없다.	100년	

전에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started가	적절하다.	

	 	②,	③,	④	축구가	처음	시작될	때의	이야기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⑤	현재의	축구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재시제가	적절하다.

14
해석	 	간디는	열다섯	살	때,	형의	팔찌에서	금	한	조각을	훔쳤다.	간디는	죄책감

으로	너무	괴로워	어느	날	그는	아버지께	자신이	한	일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신을	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런	다

음	간디는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그	편지를	건네	드렸다.	그의	아버

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편지를	읽고는	그	편지를	자신의	눈물로	흠뻑	

적셨다.	잠시	후	그의	아버지는	그	편지를	찢었다.	편지를	찢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간디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았다.	그	날	이후	그는	항

상	아버지의	눈물과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며	계속	나아가	위대한	지

도자가	되었다.

해설	 	②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로	한	시점이	과거이며	간디가	저지른	일은	그	전

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done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③	ask는	to부정사를	목

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④	sat	up과	병렬로	연결된	과거동사	read이

다.	⑤	간디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과거에	끝난	일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01
해석	 	아이들은	즐기지	않는다면	운동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로	미래를	나타내므로	don’t	enjoy가	적절

하다.

02
해석	 	오늘날	십	대들의	부모들은	상당히	다르게	양육되었다.

해설	 	오늘날	십	대들의	부모들이	양육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were	raised가	

적절하다.

03
해석	 	‘As	the	Crow	Flies’란	두	지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뜻한다는	것을	알

았니?

해설	 	‘As	the	crow	flies’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

의	시제와	관계없이	언제나	현재시제를	쓴다.

04
해석	 	얼마	후	사냥꾼들이	도착해서	나무꾼에게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는지를	물

었다.

해설	 	여우를	본	시점은	사냥꾼들이	나무꾼에게	물어본	시점보다	앞선	일이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해석	 	두	정상은	이달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설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be	supposed	to이다.

06
해석	 	비행기는	만원이었으며	승무원들은	카트를	끌면서	몇	번씩	통로를	오갔다.

해설	 	비행기가	만원이었던	시점이	과거이므로	승무원들이	카트를	끌며	오간	것

은	과거완료시제나	과거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해석	 	2003년에	판소리는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받

았다.

해설	 	2003년은	과거시점이므로	과거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해석	 	진정해.	너는	내게	그것에	관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난	널	믿어.

해설	 	believe는	상태	동사이므로	진행시제로	쓰지	않는다.	

09
해석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낫길	원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변화를	바라고	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들의	대부분은	우리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많은	시

간을	보낸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답을	주기를	기다린다.	혹은	우리

가	행복해지고	삶이	더	좋아지기	위해	우리	외부의	어떤	것이	마법과	같이	

발생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변화를	바라며	우리가	해오던	것을	계속	한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	없이는	어떠한	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삶

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꽤나	단순하다.	행동해라.

해설	 	②	종속절이	현재시제이며	시제	일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절의	

시제	역시	현재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현재시제가	적절하다.	③	앞으로	

희망하는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미래시제가	적절하다.	④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재완료시제가	적절하다.	

⑤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다.

10
해석	 	언젠가	한	번	치른	수학	시험지의	첫	장은	지시문들이	가득했다.	시험	시간

이	그리	길지	않았고,	그	지시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나는	바로	

페이지를	넘겨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5번	문제를	푸는	데	거의	모든	시

간을	써	버려서,	결국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시험

지를	돌려받고서야	깨달았다.	선생님께서,	지시문에	큰	글씨로,	5번	문제는	

심화반에	속한	학생들만	푸는	거라고	써	놓으셨던	것이었다.	나는	지시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해설	 	④	선생님께서	지시문에	큰	글씨로	쓴	것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일어난	일

이므로	had	said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과거	시점의	일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②	지시들을	다	알고	있다

고	생각했던	시점은	과거이므로	과거시제가	적절하다.	③	시험지를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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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인공	조명이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는	햇빛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

해설	 	‘effect	on	mood’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that이	적절하다.

02
해석	 	한	연구에서는	잠시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들고	있던	참가자들이	(차가운	

커피에	비해)	상대방을	‘더	따뜻한’	성격(관대하고	친절한)을	지닌	것으로	판

단했다.

해설	 	선행사가	participants로	사람이므로	who가	적절하다.

03
해석	 	귀하는	불과	3주	전에	구입한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희	회사에	불

평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해설	 	앞에	comma(,)가	있는	계속적	용법으로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쓰이지	않

는다.

04
해석	 	그	경비병은	그를	부자에게	데리고	갔으며,	그	부자는	그를	호되게	벌하기

로	마음먹었다.

해설	 	주격이	나와야	한다.	목적격	whom	대신	who를	쓸	수는	있으나	who	대

신에	whom을	쓸	수는	없다.

05
해석	 	이것은	값이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다.

해설	 	바로	뒤에	‘the+price’가	주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소유격	of	which가	나

와야	한다.

06
해석	 	그래서	심장이	멎은	환자는	더	이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해설	 	바로	뒤에	명사	주어가	이어지고	있고	the	patient’s	heart라고	볼	수	있다.

07
해석	 	기온과	운동하고	있을	환경	조건에	적절한	의류를	선택하라.

해설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다.

08
해석	 	그러나	부모로부터	시간이나	내용에	제한을	받은	아이들은	오락	매체를	하

루에	세	시간	덜	이용했다.

해설	 	바로	뒤에	명사	주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소유격	whose가	나와야	한다.	

of	which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09
해석	 	Puccini는	Verdi에게	명성을	안겨	주었던	Aida	공연을	가서	듣게	되었다.

해설	 	선행사로	Aida가	있으므로	which가	적절하다.

10
해석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적어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작가들로부

터	조언을	얻어라.

해설	 	계속적	용법이므로	who,	ideas가	선행사이므로	that,	the	ones가	선행사

로	나와	있으므로	that이	적절하다.

11
해석	 	그녀는	전	세계의	기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The	Hunger	Project”

를	위해	일하는	중이었다.

해설	 	뒤에	명사가	이어지고	The	Hunger	Project의	소유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

므로	소유격	whose가	적절하다.

12
해석	 	명도가	각각	0%와	100%인	검은색과	흰색은	인식된	무게의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해설	 	선행사	Black	and	white가	사물이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which가	적절하다.

13
해석	 	그러나,	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기업들은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더	많

은	국제적	경쟁을	경험하고	있다.

해설	 	competition이	선행사이고	주격이므로	that	또는	which가	적절하다.

14
해석	 	골프는	아마도	상이한	능력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겨룰	수	있는	운동	종목일	

것이다.

해설	 	선행사가	a	sport로	사물이고	앞에	전치사가	있으므로	which가	적절하다.

15
해석	 	다른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	이야기꾼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해	주고	

음식과	숙박을	제공받았다.

해설	 	선행사가	storytellers로	사람이고	주격이므로	who	또는	that이	적절하다.

16
해석	 	문어체는	더	복잡한데	이것은	읽는	것을	더욱	수고롭게	만든다.

해설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which가	적절하다.

17
해석	 	그러나	원유의	가격은	휘발유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해설	 	선행사가	the	only	factor로	사물이고	주격이다.	선행사에	최상급,	서수사,	

the	very,	the	only,	the	last,	the	same,	every,	all,	any,	no	등이	있으면	

보통	that을	쓴다.

18
해석	 	여러분의	수업	참여를	좌우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시만	생각해	보라.

해설	 	선행사가	사람이고	전치사	upon의	목적격이	필요하므로	whom이	적절

하다.

19
해석	 	이때가	우리가	감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에게	

진찰	받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해설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며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으므로	that을	who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0
해석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해설	 	관계사절이	의문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보통	that을	사용한다.

21
해석	 	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이것은	매주	달라진다.

해설	 	선행사가	‘the	outcomes	of	sporting	contests’이고	주격이며	계속적	용

법으로	쓰였으므로	that을	which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2
해석	 	우리는	형식이	평범한	텍스트나,	PDF	형식으로	된	디지털	책인	전자책을	

읽는다.

해설	 	of	which	다음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한

다.	of	which일	경우	the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23
해석	 	한번은	20년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해설	 	who를	whom	대신	쓸	수	있으나	전치사의	목적격인	경우	보통	whom을	

쓴다.	

CHAPTER  06 관계사

01 that 02 who 03 `which 04 who  05 of which 

06 whose 07 which 08 whose 09 which 

10 who, that, that 11 whose 12 which 

13 that 또는 which 14 which 15 who 또는 that  

16 which 17 that 18 whom 19 that → who 

20 who → that 21 that → which 

22 of which format → of which the format  또는

				 the format of which 또는 whose format 

23 who → whom

✽84~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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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그녀의	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욱더	밝게	빛났다.

해설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than이다.

02
해석	 	자전거는	핸들을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기울임으로써	방향을	바꾸

기	때문에	동승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설	 	the	same과	호응하는	as가	적절하다.	the	rider	뒤에	leans가	생략되어	

있다.

03
해석	 	비록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해설	 	know의	목적어와	is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적절하다.

04
해석	 	그	시기의	과식은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인간은	당장의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에서	만족을	얻었다.

해설	 	비교급	more와	함께	쓰인	접속사	than이다.

05
해석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책에	사인을	했다.

해설	 	as와	호응하는	as가	적절하다.

06
해석	 	먹는	것이	여러분을	만든다.

해설	 	are의	보어	역할과	eat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07
해석	 	유아기의	가장	초기부터,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과	그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

에	대해	배우는	방식이다.

해설	 	play라는	선행사가	있고	‘in	play’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which

가	적절하다.

08
해석	 	그가	내가	버는	것만큼	많이	벌지는	않는다.

해설	 	‘as	~	as’에	쓰인	유사	관계대명사	as이다.

09
해석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해설	 	부정문에서	‘that	~	not’의	뜻을	갖는	유사	관계대명사	but이	적절하다.

10
해석	 	그냥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해설	 	of의	목적어	역할과	learn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11
해석	 	어떤	자판에는	안전	기준치보다	15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었다.

해설	 	more와	함께	쓰이는	유사관계대명사	than이	적절하다.

12
해석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해설	 	부정문에서	‘that	~	not’의	뜻을	갖는	유사	관계대명사	but이	적절하다.

13
해석	 	나뭇잎의	식물에	대한	관계는	허파의	사람에	대한	관계와	같다.

해설	 	‘A	is	to	B	what	C	is	to	D(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의	구문이다.

14
해석	 	가르치랴	쓰랴,	그는	조금도	짬이	없었다.

해설	 	‘What	with	A	and	(what	with)	B(한편으로는	A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B	때문에)’의	구문이다.

01
해석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다양화된	팀을	찾고	

있다.

해설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02
해석	 	그는	누구든지	자기가	택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해설	 	chose와	marry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omever가	적절하다.

03
해석	 	어느	누구든	내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선택	중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이다.

해설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04
해석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파파라치들이	따라	다닌다.

해설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부사가	적절하다.	(=	No	matter	where)

05
해석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신문	사진	기자가	되어,	십대	시절에	사진에	대한	열

정을	키웠다.

해설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06
해석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

해설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복합관계부사	Whenever가	적절하다.	시간의	부사

절을	유도하고	있다.	(=	at	any	time	when)

07
해석	 	이것이	85%의	미국인들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이유	중	일부일

지도	모른다.

해설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08
해석	 	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설	 	복합관계대명사	Whichever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09
해석	 	그것을	누구든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라.

해설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며	주격이

므로	whoever가	적절하다.	(=	anyone	who)
10
해석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당신의	몸은	36.5도의	체온을	필요로	한다.

해설	 	복합관계부사	However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11	
해석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시작된	30년	전에는	우주여행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해설	 	의미상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12
해석	 	그렇지만,	우리	시대	이전	수천	년	동안	인간	문화가	노인을	존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5
해석	 	이것은	작년에	내가	샀던	차와	같은	(종류의)	차이다.

해설	 	앞에	나온	the	same과	상응하는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적절하다.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할	수도	있다.

16
해석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해설	 	앞에	나온	as와	상응하는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적절하다.

01 than 02 as 03 `what 04 than 05 as 

06 what 07 which 08 as 09 but  10 what 

11 than 12 but 13 what 14 What 

15 as 또는 that  16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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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reason을	선행사로	갖는	관계부사	why가	적절하다.

13
해석	 	그것은	도전을	수용하고	인내심을	보여야	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

이	필수적인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을	위한	방법은	아닌	것이다.

해설	 	접속사의	역할과	‘in	business’를	대신할	수	있는	where가	적절하다.	

where는	장소뿐만	아니라	경우,	상황,	입장	등을	선행사로	하여	사용된다.

14
해석	 	많은	도시에서	차량	공유는	도시	주민들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강한	영향

을	끼쳤다.

해설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15
해석	 	색상은	여러분이	무게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설	 	perceive	다음에	weight가	목적어로	나와	있다.	what을	how	정도로	고

치는	것이	적절하다.

16
해석	 	우리는	현상들이	변하지만,	법칙에	따라	변하는,	그	중간의	우주에	살고	

있다.

해설	 	universe	때문에	which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which라면	change의	

목적어로	현상들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	어색하다.

17
해석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	오페라	티켓을	주겠다.

해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wants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o-

ever가	적절하다.

18
해석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

해설	 	‘no	matter	how’	또는	‘however’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how만으로는	관계부사의	쓰임으로도	부사나	의문사의	쓰

임으로도	어법상	어색하다.

05
해석	 	연구자들은	해결에는	두	그룹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몇	가지	비상사태로	보

이는	상황을	만들었다.

해설	 	다음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of	which일	경우	the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06
해석	 	우리는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얼굴을	많은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해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없으므로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관계대

명사가	나와야	한다.

07
해석	 	당신은	이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영어로	살아갈	수	있다.

해설	 	whatever도	양보절을	이끌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역할이	없으므로	복합

관계부사	Wherever가	와야	한다.

08
해석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여기	있다.

해설	 	how는	the	way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09
해석	 	매일	밤	여러분이	잠잘	때,	이	배터리는	그	전날	동안	여러분이	소비했던	에

너지만큼	재충전된다.

해설	 	‘as	~	as’에	쓰인	유사	관계대명사	as이다.

10
해석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이다.

해설	 	is의	보어	역할과	tell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what이	적절하다.

11
해석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보상한다.

해설	 	비교급	구문에	쓰인	유사관계대명사	than이다.

12
해석	 	최종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은	미국이었고,	그	양은	616	TWh에	달

했다.

해설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쓸	수	없다.

13
해석	 	나이테는	보통	춥고	건조한	해에는	더	좁아진다.

해설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when이	적절하다.

14
해석	 	누구든지	그	책을	원한다면	가져도	좋다.

해설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와야	한다.

15
해석	 	그것은	전문가들이	산길을	미끄러질	수	있는	매우	기술적인	운동이다.

해설	 	뒤의	절이	완전하므로	which를	in	which	또는	where로	고쳐야	한다.	

	 in	which를	‘in	the	sport’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6
해석	 	Rangan은	그가	해야	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해설	 	finish의	목적어와	do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that을	what으로	고쳐

야	한다.

17
해석	 	그것이	인간이	도로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해설	 	‘the	reason’이	선행사로	나와	있으므로	how를	why로	고쳐야	한다.

18
해석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학년을	마칠	수	있었고,	그것이	좋았다.

해설	 	앞	절의	내용을	선행사로	갖는	which는	단수로	받는다.

19
해석	 	그는	어린	아이들이	근력	운동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연구들을	지목한다.

해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다음에	올	수	없다.

20
해석	 	2차	대전	중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관한	소문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	

고심했다.	그래서	정부는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홍보운동

을	시작했다.	이	말은	우리가	친한	친구와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도	없는	꼭	

닫힌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	하고	있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01
해석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들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잃게	만든다.

해설	 	앞	절을	선행사로	가질	수	있는	것은	which이다.	또한	what은	계속적	용법

으로	쓸	수	없다.

02
해석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은	다음	주,	달,	해에도	좋

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설	 	인칭대명사	They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이지	않는다.	

	 Those	who	~:	~하는	사람들

03
해석	 	이것은	특히	스릴러와	공포물	장르에	해당하는데,	이런	장르에서	관객들은	

내내	(이야기에)	매료된다.

해설	 	where는	장소뿐만	아니라	경우,	상황,	입장	등을	선행사로	하여	사용된다.	

여기서는	in	the	genre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4
해석	 	감독은	자신이	관객으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원하는	어떤	것에든	단지	카메

라를	향하게	하면	된다.

해설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부사가	아니라	두	개의	전치사	at의	목적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계대명사가	와야	한다.

Unit Test
01 which 02 Those 03 `where 04 whatever 

05 of which 06 which 07 Wherever  08 how 

09 as 10 what 11 than 12 which 13 when 

14 Who → Whoever 15 which → in which 또는 where  

16 that → what 17 how → why 

18 were → was 19 in that → in which 

20 ⑤ 21 ① 22 ② 2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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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hear와	saying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으로	고쳐야	한다.	

	 	①	뒤에	명사구가	이어지므로	전치사	Dur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②	anxious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③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

지고	접속사와	‘it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방이	‘닫힌’	수

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21
해석	 	Kurinji는	밝은	청자주색	종	모양의	꽃으로	주로	인도	남부의	Kodaikanal

에서	자란다.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그	꽃이	12년에	단	한	번	꽃

을	피운다는	이유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Kodaikanal에는	Kurinji	

Andavar라고	하는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12년마다	그	사원을	에워싸는	

kurinji	꽃들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해설	 	①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which로	바꿔야	

한다.	

	 	②	뒤에	절이	이어지므로	because는	적절하게	쓰였다.	③	이름이	지어진	

것이므로	과거분사의	쓰임은	올바르다.	④	the	kurinji	flower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이다.	⑤	every는	단수	명사와	쓰이지만	기수와	함께	쓰일	때는	

복수	명사가	나온다.

22
해석	 	북극	지방에서	잘	알려진	동물은	펭귄이다.	펭귄은	두꺼운	깃털을	가지고	

있다.	그	깃털은	방수가	된다.	또한	펭귄의	피부와	깃털	사이에는	공간이	있

고,	그	공간에	따뜻한	공기가	저장된다.	온혈동물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

기	위해서	먹는다.	일부	온혈동물은	겨울에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설	 	②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가	나와야	한다.	which를	where나	

in	which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①	‘A	well-known	animal’이	주어이므로	is는	적절하다.	③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로	‘조동사+be동사+과거분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④	keep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형용사이다.	⑤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23
해석	 	인터넷은	아주	많은	다양한	면에서	놀랍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변

형시켜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즉각	연락할	수	있다.	

우리는	만날	필요조차	없이,	함께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마우스	클

릭	한	번으로	정보의	세계에	접근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우리를	

컴퓨터	화면에	붙잡아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킨다.

해설	 	②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둘	중의	하나만	써야	한다.		

①	인터넷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나타내는	현재완료시제의	쓰임

은	올바르다.	③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부사의	쓰임은	올바르

다.	④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바르게	쓰였다.	⑤	isolate	A	

from	B:	A를	B로부터	격리시키다.

01
해석	 	그	문제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해설	 	to	explain으로	진주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02
해석	 	문제는	언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가이다.

해설	 	‘의문사+to	부정사’로	보어가	되어야	한다.

03
해석	 	시를	읽는	것은	논문을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해설	 	Reading으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뒤에	is라는	동사가	

나오므로	Read라는	동사를	쓰면	안	된다.

04
해석	 	긴장	때문에	그는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해설	 	causes의	목적격보어로	to	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05
해석	 	학생들은	서로서로를	도우며	같은	문제를	풀도록	요구되었다.

해설	 	asked의	목적격보어로	쓰이는	to부정사가	적절하며,	전치사	by의	목적어로	

동명사	helping이	적절하다.

06	
해석	 	물건을	싼	가격에	사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할인점

에	가는	것이다.

해설	 	is의	보어로	to	부정사가	적절하다.

07
해석	 	그	아이들은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다.

해설	 	진목적어로	to부정사가	적절하다.	find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써야	한다.

08
해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줄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해설	 	‘의문사+to	부정사’로	tell의	직접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09
해석	 	팀워크를	동반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남들과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준다.

해설	 	with의	목적어로	others가	나오고	있다.	빠진	것이	없으므로	how가	맞다.	

what은	what	to	do에서	do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빠진	것이	있어야	

한다.

10
해석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해설	 	진주어로	동명사가	적절하다.

11
해석	 	대체로	그	의미들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설	 	to	understand로	진주어가	되어야	한다.

12
해석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설	 	의문형용사로	쓰인	which와	what은	뒤에	‘수식받는	명사+to부정사’가	

온다.

13
해석	 	내가	배운	최상의	것은	성인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해설	 	to	act나	acting으로	보어가	되어야	한다.

14
해석	 	나는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해설	 	think,	find,	make	등의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나	절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목적어로	쓰고	to	부정사	등은	목적보어	뒤에	둔다.

15
해석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해설	 	‘의문사+to	부정사’로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	knowing의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CHAPTER  07 준동사 (1)

01 to explain 02 when to go, how to go 

03 `Reading 04 to eat  05 to solve, helping 06 to go 

07 to stay 08 to do 09 how 10 crying 

11 understand → to understand 

12 which to go way → which way to go 

13 act → to act, acting 

14  I think to get along with them difficult. → I think it difficult to 

get along with them. 

15 turn → to turn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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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팬덤 영문법 - 입문편  

01
해석	 	운전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도로를	더럽히는	

것을	멈춰야	할	때이다.

해설	 	stop의	목적어로	making이	와야	한다.	

	 stop+to	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stop+~ing:	~하는	것을	멈추다

02
해석	 	비록	이것이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평생	동안의	우정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설	 	want의	목적어로	to	begin이	나와야	한다.

03
해석	 	그는	“나	좀	도와줘.	‘Romeo	and	Juliet’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

어.	내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라고	말했다.

해설	 	의미상	to	부정사가	와야	한다.	

	 forget+to	부정사:	~할	것을	잊다,	forget+~ing:	~했던	것을	잊다

04
해석	 	많은	사람들이	봄에	야생	버섯	종을	찾아다니는	것을	즐긴다.

해설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이다.

05
해석	 	금요일	아침에	어느	젊은	회사원이	마침내	그의	사장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

하기로	결심했다.

해설	 	decid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는다.

06
해석	 	며칠	후,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던	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

었다.

해설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다.

07
해석	 	내가	막	TV	대본을	다	쓰고	그것을	인쇄하러	갔을	때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다.

해설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이다.

08
해석	 	아마도	어릴	때	당신이	야구공으로	차고의	창문을	깼을	때	당신은	어머니에

게	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해설	 	의미상	동명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remember+to	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ing:	~했던	것을	기억하다

09
해석	 	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없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잠시	멈출	수는	있어.

해설	 	의미상	부정사가	오는	것이	맞다.	

	 stop+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멈추다,	stop+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다

10
해석	 	여러분은	자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

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choos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고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

는다.

11
해석	 	그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아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해설	 	agre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는다.

12
해석	 	사람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마감시간을	걱정하고	

있다.

해설	 	consider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이다.

13
해석	 	처음	들었을	때	교향곡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해설	 	expect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갖는다.

14
해석	 	그	소식에	깜짝	놀란	나머지	나는	그에게	그렇게	멋진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인사도	잊고	전화를	끊었다.

해설	 	의미상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	맞다.	

	 forget+to	부정사:	~할	것을	잊다,	forget+~ing:	~했던	것을	잊다

15
해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과학자는	높은	건물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제안했다.

해설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이다.

16
해석	 	왜	사람들은	한	번의	식사에서	접시,	포크,	칼	그리고	숟가락을	그렇게나	여

러	번	바꿔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가?

해설	 	의미상	동명사가	맞다.	

	 	remember+to	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ing:	~했던	것을	기억하다

01 making 02 to begin 03 `to read 04 hunting 05 to ask 

06 having 07 writing 08 going 09 to pick  

10 to start, hanging 11 knowing → to know 

12 to move → moving 13 appreciating → to appreciate 

14 thanking → to thank 15 to grow → growing  

16 changing → to change

Practice 2
✽102~103쪽

01
해석	 	Dick과	저는	4월	10일	목요일	정오에	그리스도	교회에서	결혼할	예정이

에요.

해설	 	‘be+to부정사’로	‘예정’을	나타낸다.	(형용사적	용법)

02
해석	 	업그레이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계의	배터리	잔량	표시가	최소	

두	칸은	되도록	하십시오.

해설	 	in	order	to부정사:	~하기	위하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임

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n	order나	so	as를	to부정사	앞에	쓴다.

03
해석	 	우선,	교복은	학생들이	비교를	하고	그들	간에	경쟁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해설	 	독립	부정사이다.	to	begin	with:	우선,	먼저

04
해석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

게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해설	 	to	부정사로	the	ability를	수식하게	해야	한다.	(형용사적	용법)

05
해석	 	그	노인은	그	젊은이를	다시	만나서	기뻤다.

해설	 	pleased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원인)

06
해석	 	원주민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전

설을	만들어낸다.

해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다.

07
해석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1 to be 02 to avoid 03 `To begin with 04 to take 

05 to see 06 to explain 07 to be 08 to find 

09 to reawaken 10 to celebrate 

11 being → to be 12 to talk → to talk with 

13 calling → to call 

14 to help good something → something good to help 

15 so as detecting → so as to detect 

Practice 3
✽105~106쪽



  CHAPTER  07  준동사(1) … 25

01
해석	 	그는	손님들이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과	친구라는	사실을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해설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며	부정사를	쓰지	않음에	주의한다.

02
해석	 	자신을	증명하기	이전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비결이다.

해설	 	the	key	to	~:	~에	대한	비결,	요점.	to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이

므로	주의한다.

03
해석	 	그들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죽

음도	불사한다.

해설	 	be	willing	to	V:	기꺼이	~하다

해설	 	‘be+to부정사’로	‘의도’를	나타낸다.	(형용사적	용법)	진행형이	아님에	유의	

한다.

08
해석	 	나는	내	차로	돌아와	차안에	차	열쇠와	핸드폰을	넣고	잠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결과이다.

09
해석	 	사실,	그	냄새를	다시	일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방을	나간	후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해설	 	to	부정사로	way를	수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형용사적	용법)

10
해석	 	간디에게는	축하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해설	 	to	부정사로	reason을	수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형용사적	용법)

11
해석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그	블록을	돌아서	같은	지점을	지나

갔다.

해설	 	독립	부정사이다.	to	be	sure:	틀림없이

12
해석	 	그는	읽을	만한	책도,	말할	상대도	없었다.

해설	 	with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친구와	말하는	것이지	친구를	말하

는	것이	아니다.

13
해석	 	일단	내가	공항에	도착하면	그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해설	 	‘be+to부정사’로	‘의무’를	나타낸다.	‘예정’으로	보아도	좋다.	(형용사적	용

법)	내용상	진행형이	아님에	유의한다.

14
해석	 	저는	우리가	돕기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해설	 	do의	목적어로	something이	나와야	하며	something을	수식하는	말의	

어순에	유의한다.	
	 ‘something+형용사+to부정사’의	순서이다.

15
해석	 	인디언은	먼	거리의	발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땅에	귀를	댄다.

해설	 	so	as	to부정사:	~하기	위하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in	order나	so	as를	to부정사	앞에	쓴다.

04
해석	 	이것을	듣자마자,	Kissinger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보고서를	읽

겠네.”라고	대답했다.

해설	 	upon(on)	~ing:	~하자마자.	upon(on)	다음에	동사원형이	올	수	없다.

05
해석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중적인	판본으로	출판되어진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

해져	있으나,	그것들은	흔히	원본과의	유사성이	떨어진다.

해설	 	전치사로	쓰인	to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be[get]	used[accustomed]	to	~ing:	~에	익숙하다

06
해석	 	그	해결책은	도착	게이트를	수하물	찾는	곳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시키는	것

이었고	그	결과	탑승객들이	수하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는	데	약	7분의	시간

이	걸렸다.

해설	 	It	takes+사람+시간+to	V	

	 =	It	takes+시간+for	목적격+to	V: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리다

07
해석	 	신체	활동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이	지치는	것을	막아	

준다.

해설	 	keep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keep	A	~ing:	A가	계속	~하게	하다

08
해석	 	그날	밤늦게,	Garnet은	그녀가	기다려	온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

이	들었다.

해설	 	be	about	to	V:	막	~하려고	하다

09
해석	 	그들은	매우	나른해	들고	있던	신문조차도	읽지	않는다.

해설	 	too	~	to	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0
해석	 	너는	너	스스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다	자란	숙녀야.

해설	 	…	enough	to	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11
해석	 	아프리카	농민들은	그러한	작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작물들

은	얼마	되지	않는	소득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해설	 	cannot	help	~ing	

	 =	cannot	(help[choose])	but	V	

	 =	have	no	choice	but	to	V	

	 =	cannot	avoid	~ing	

	 =	cannot	refrain	from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12
해석	 	이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수술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해설	 	be	likely[liable]	to	V:	~할	것	같다,	~하기	쉽다

13
해석	 	한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차이코프스키의	한	악절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There	is	no	~ing	

	 =	It	is	impossible	to	V: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4
해석	 	귀하가	새	부서에서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해설	 	look	forward	to	~ing:	~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to가	전치사이므로	동

명사를	써야	한다.

15
해석	 	그	영화는	복잡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움직이는	영상의	힘

을	보여준다.

해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뒤에	complex	information이라는	목

적어가	있으므로	동명사를	써야	한다.

16
해석	 	그들이	암반	위에	있을	때	때로는	그들은	떨어질까	봐	겁이	나고	올라가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해설	 	feel	like	~ing:	~하고	싶다

01 being 02 motivating 03 `to die 04 hearing 

05 reading 06 to walk 07 from feeling 

08 to happen 09 too 10 to make 

11 growing → grow 12 having → have 

13 create → creating 14 see → seeing 

15 communication → communicating 16 give → giving

Practice 4
✽109~110쪽



26 … 팬덤 영문법 - 입문편  

01
해석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다.

해설	 	동명사	Attaining으로	‘the	life	(that)	a	person	wants’를	목적어로	하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ttain으로	하면	뒤에	나오는	동사	is와	

겹쳐서	안	된다.

02
해석	 	너는	네	문제들	중에서	내가	답을	해	주는	것을	잊었던	문제가	하나	있다고	

나에게	상기시켰지.

해설	 	문맥상	‘답할	것을	잊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forget+to	부정사:	~할	것을	잊다

	 forget+~ing:	~했던	것을	잊다

03
해석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설	 	‘be+to	부정사’로	‘의도’를	나타낸다.	(형용사적	용법)

04
해석	 	만약	여러분이	그룹을	이루어	일하는	경우,	이	계획은	또한	여러분의	팀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해설	 	‘의문사+to	부정사’로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05
해석	 	많은	사람들은	벌을	키우는	데	있어	시골에	있는	넓은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설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o	have가	적절하다.

06
해석	 	뭐	시원한	것	좀	드시겠습니까?

해설	 	something을	수식하는	말의	어순에	유의한다.	

	 ‘something+형용사+to부정사’의	순서이다.

07
해석	 	이	회사가	고객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해설	 	promise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다.

08
해석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하는	걷기를	생각해	

보라.

해설	 	동사	consider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갖는다.

09
해석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해설	 	의문형용사로	쓰인	which와	what은	뒤에	‘수식받는	명사+to부정사’가	온다.

10
해석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이	냅킨으로	입을	닦는	것을	보고서야	나도	냅킨을	사

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해설	 	문맥상	to부정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remember+to	부정사: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ing:	~했던	것을	기억하다

11
해석	 	누군가가	또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	데	단지	몇	초만	걸린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해설	 	It	takes+사람+시간+to	V	

							=	It	takes+시간+for	목적격+to	V: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리다

12
해석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두뇌는	식혀질	필요가	있다.

해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이다.

13
해석	 	미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아무런	과학적인	이유	없이	

무엇인가가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to	부정사로	reason을	수식해야	한다.	(형용사적	용법)

14
해석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은	쉽지.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	문제라면	나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라고	말한다.

해설	 	when	it	comes	to	~ing:	~에	관한	한

15
해석	 	부모들은	아이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았기	때문에	아

이들은	결코	실수로부터	회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해설	 	‘의문사+to	부정사’로	learn의	목적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전치사의	목적어

로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16
해석	 	만약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에	식량을	준다면,	그	나라의	현지	농부들은	

내다	팔	식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해설	 	think,	find,	make	등의	동사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

시	가목적어	it을	써야	하므로	진목적어인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다음에	

쓴다.

17
해석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하이킹을	즐기고	싶었다.

해설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갖고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갖는다.

18
해석	 	공중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자원	봉사	집단	중의	하나에	

당신은	참여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병원이나	자연	보호	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집단은	종종	자신의	지역	사회의	개선을	위해	일

한다.	몇몇	공중	건강	및	환경상의	문제점들이	크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

제점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개개인의	도움이	지역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해설	 	②	enjoy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①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③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

로	적절하게	쓰였다.	④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적절하게	쓰였다.	⑤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19
해석	 	19세기	초	런던에서	Charles	Dickens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

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	불

리한	듯	보였다.	그는	4년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

지	못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	젊은이는	종종	배고픔이라는	고통

을	알았다.

해설	 	②	to부정사가	desire를	수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형용사적	용법)	

	 	①	Charles	Dickens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③	seem	to부정사:	~으로	보이다,	~(인	것)	같다,	~(인	것으)로	

생각되다	④	완료시제에서	‘for+기간	명사’,	‘since+시간	명사’가	쓰인다.	

⑤	과거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어법상	적절하다.

20
해석	 	옛날	Richard	Whittington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겨우	어린	아이였을	때	돌아가셨다.	그를	돌보아	주던	사

람들은	매우	가난했었다.	Richard는	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때론	아침도,	저녁도	먹질	

못해서,	빵	한	조각이나	우유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게	될	땐	언제라도	즐

거웠다.

해설	 	④	‘형용사+enough+to	부정사’	구문이다.	to	work가	되어야	한다.	

	 	①	이어지는	관계사절이	완전하며	명사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The	peopl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Unit Test
01 Attaining  02 to give 03 `to succeed

04 to do 05 to have 06 something cold to drink 

07 to give 08 walking 09 which way to take 10 to use 

11 to assess 12 To function 13 thinking → to think 

14 trust → trusting 

15 how recovering → how to recover, to make → making  

16 `�find to produce food to sell difficult → find it difficult to 

produce food to sell 

17 wanted enjoying to hike → wanted to enjoy hiking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② 

2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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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상	적절하다.	③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The	people이	주

어이므로	wer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어법상	

적절하다.

21
해석	 	일부	연구원들은	한	사람은	비흡연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흡연

을	해온	50쌍의	쌍둥이들을	찾아냈다.	그들이	알아낸	바로는	흡연자의	피

부가	비흡연자의	피부보다	25%나	더	얇았다.	얇은	피부일수록	주름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주름살이	더	많았다.	또한	연구원들은	흡연

자의	88%가	대머리거나	백발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에	비흡연자들은	

68%만이	대머리이거나	백발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흡연이	사람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설	 	⑤	동사	caused의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①	이어지는	절이	완전하고	‘in	the	50	sets	of	twins’를	의미하는	관계대

명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②	둘	중의	‘나머지	하나’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어

법상	적절하다.	③	부분을	나타내는	말(88%	of)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

(smokers)에	수를	일치시키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동명사가	주어로	적절

하게	쓰였다.

22
해석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이다.	예를	들

어,	Australian	taipan은	한	번	물면	성인	199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

력한	독을	가진	뱀이다.	또한	약	3,000개의	이를	가지고	있는	백상아리는	

taipan만큼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	백상아리는	호주의	들개보다	사람들을	

덜	죽인다.

해설	 	②	killing이	아니라	to	kill이	되어야	한다.	…	enough	to	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①	뒤에	명사가	이어지며	완전한	절이	나오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적절

하다.	③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비교급	fewer에	

이어지는	than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do는	‘kill	people’을	대신하는	대동

사로	쓰였다.

23
해석	 	1826년에	텍사스는	살기에	위험한	곳이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일은	무엇

이든지	할	수	있는	강도들과	범죄자들이	있었다.	Stephen	Austin은	텍

사스가	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25명	정도를	Texas	

Rangers라고	부르는	한	단위로	조직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문제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었다.

해설	 	①	장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	사는	것이므로	to	live	in으로	전치사	

in을	써주어야	한다,	‘명사+to부정사+전치사’의	형태에서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이므로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한다.		 	

②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어법상	적절하

다.	③	‘~라고	불리는’	것이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④	be동사의	

보어로	to부정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⑤	be동사의	보어로	쓰인	to	go와	병

렬로	쓰인	것으로	반복되는	to를	생략한	형태이다.

01
해석	 	어떤	이들은	인터넷	또는	텔레비전에	영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

한다.

해설	 	to	wait를	목적어로	받으면서	진행형에	쓰인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02
해석	 	아이들에게	매일	권장되는	설탕의	양은	6~9	찻숟가락이다.

해설	 	amount	of	sugar를	목적어로	갖는	것이	아니라	amount	of	sugar를	수

식하는	구조로	보아야	하므로	recommended가	적절하다.

03
해석	 	관여한	개체들이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유전	물질을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

식으로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진화하게	되었다.

해설	 	수식받는	individuals가	참여하는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participating이	적절하다.

04
해석	 	당신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속담들이	거의	모두	시각적인	표현

들이라는	걸	깨달았는가?

해설	 	뒤에	목적어가	없고	속담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인	passed

가	적절하다.

05
해석	 	내가	뒷좌석에	탔을	때,	바로	내	옆에	새로	출시된	휴대	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해설	 	sit은	자동사로	휴대	전화가	놓여	있는	것이므로	sitting이	적절하다.

06
해석	 	Georgia에서	재배된	목화로	만들어지고	태국의	공장에서	바느질된	옷을	

입는다.

해설	 	목적어가	없으므로	dressed가	적절하다.	‘get+과거분사’는	일종의	수동태

로	볼	수	있다.	clothes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made	이하가	clothes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07
해석	 	그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해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walking이	적절하다.

08
해석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Dorothy는	부엌에서	비치는	이상한	불빛을	알아차

렸고	그때	그녀는	기름을	넣은	냄비를	스토브에	올려	둔	것이	기억났다!

해설	 	noticed의	목적격보어로	이상한	불빛이	빛나는	능동의	의미로	shining이	

적절하다.

09
해석	 	Rasputin이라는	한	러시아인은	신성과	신앙의	치료로	명성을	쌓았다.

해설	 	사람이	‘~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named가	적

절하다.

10
해석	 	창가에	녹색과	빨간색의	커다란	새가	앉아	있었다.

해설	 	새가	앉아	있는	것이므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	sitting이	적절하다.

11	
해석	 	난	그녀의	지루한	이야기를	듣느라	엄청	지루했어.

해설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생물을	수식할	때는	과거분사로,	사물을	수식

할	때는	현재분사로	쓴다.	내가	지루해지는	것이므로	bored,	이야기가	지루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boring이	적절하다.

12
해석	 	그녀는	그녀의	방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다.

해설	 	‘look+형용사’는	‘~하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동사	look이	자동사로	쓰였으

므로,	그냥	look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
해석	 	나는	무엇인가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해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들은	것이므로	목적격보어로	능동의	의미를	나타

내는	moving이나	move가	적절하다.

14
해석	 	그의	유명한	책은	‘히틀러의	전쟁’으로	1977년	쓰여졌다.

해설	 	책이	쓰여진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written이	적절하다.

CHAPTER  08 준동사 (2)

01 choosing 02 recommended 03 `participating 

04 passed  05 sitting 06 dressed, made 07 walking 

08 shining  09 named  10 sitting 

11 boring → bored, bored → boring 12 looked → look 

13 moved → moving 14  writing →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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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그	생명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최대한	달리기	시작했다.

해설	 	‘When	he	heard	the	roaring	of	the	creature’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듣는’	능동으로	Hearing이	적절하다.

02
해석	 	그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	내내	결근한	것으로	봐서	그가	올	것	같지는	않다.

해설	 	독립분사구문이다.	Seeing	that:	~인	것으로	보아

03
해석	 	전기차는	전통적인	차에	비해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설	 	Electric	cars가	비교되는	것이므로	compared가	적절하다.	‘Electric	cars	

have	many	advantages	when	they	are	compared	to	traditional	

ones.’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후	being을	생략한	것으로	보면	된다.

04
해석	 	날씨가	좋으니	하이킹	가고	싶다.

해설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주어를	남겨두어야	한다.

05
해석	 	제가	나중에	좀	덜	혼란스러울	때	설명	드릴게요.

해설	 	‘I	will	write	you	a	description	later	when	I’m	feeling	less	mixed-up.’

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를	남겨둔	것이다.

06
해석	 	동일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로봇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해설	 	‘If	it	is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로

봇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faced가	적절하다.

07
해석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언덕이	300피트	높이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언덕이	900피트	높이인	것처럼	보인다.

해설	 	‘If	they	are	seen	from	~’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그것들(언덕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므로	Seen이	적절하다.

08
해석	 	공룡이	비록	크긴	하지만,	그	어떤	알려진	공룡도	165피트	이상	크지	않다.

해설	 	‘Although	they	were	large’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공룡이	큰	것

이므로	being이	적절하다.

09
해석	 	만약	당신이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꽤나	기분	좋

은	그	냄새를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해설	 	‘If	you	walk	into	a	room	~’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당신이	걸어	들

어가는	것이므로	walking이	적절하다.

10
해석	 	과학자들은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하

고	있다.

해설	 	‘as	there	are	so	many	of	asteroids	in	orbit’에서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의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않은	독립분사구문이다.

11
해석	 	많은	고등학생은	TV를	보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하겠다고	

고집한다.

해설	 	‘while	they	watch	TV	or	listen	to	loud	music’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

으로	‘부대상황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12
해석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관리의	부족

이다.

해설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Tru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13
해석	 	운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동들은	일단	철저히	학습되면	집중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해설	 	‘Once	they	have	been	thoroughly	learned’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후	

Having	been을	생략하고	접속사	역할을	하는	Once를	남겨둔	형태이다.

14
해석	 	전자	통신에서	이모티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서	감정을	이해하는데	그

것들이	도움을	주는가의	여부이다.

해설	 	given은	‘(전치사적	또는	접속사적)	~을	고려할	때,	~라고	가정하면’이라는	

뜻이다.

15
해석	 	Tom은	돈이	없어서	그	책을	살	수	없었다.

해설	 	‘As	he	had	~’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으로	그가	돈이	없는	것이므로	

Having이	적절하다.

16
해석	 	이것은	‘아프리카를	위한	뜨개질’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해설	 	‘Knitting	for	Africa’로	불리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called가	적

절하다.	Knitting	for	Africa가	목적어가	아님에	유의한다.

17
해석	 	나는	아름다운	붉은	하트	안에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이	인쇄된	커피	잔

을	발견했다.

해설	 	말이	인쇄된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imprinted가	적절하다.

18
해석	 	일반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낼수록	받는	게	더	많다.

해설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19
해석	 	그가	그	물건을	풀어봤을	때,	Corbett는	그	트로피를	알아차리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해설	 	‘As	he	unwrapped	the	object’를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물건을	푸

는	‘능동’의	의미로	Unwrapping이	적절하다.

20
해석	 	그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의	부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해설	 	‘as	there	were	other	people	who	~’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으로	주절

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주어로	쓰인	유도부사	there를	생략

하면	안	된다.

01 Hearing 02 Seeing 03 `compared 04 It being 

05 feeling 06 Faced 07 Seen 08 Being 09 Walking 

10 There being 11 watching, listening 

12 Truly speaking 13 learned 14 Given 15 Having 

16 calling → called 17 imprinting → imprinted 

18 We generally speaking → Generally speaking 

19 Unwrapped → Unwrapping  20 being → there being

Practice 2
✽120~122쪽

01
해석	 	23퍼센트의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해설	 	인정하는	시점보다	공유한	것이	앞선	시점이므로	완료동명사	having	

shared가	적절하다.	준동사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할	때는	단순형

(to+동사	원형,	동사	원형+ing)을,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일	때는	완료형

(to	have+과거분사,	having+과거분사)을	사용한다.

02
해석	 	우리의	직계	조상의	기초를	세운	인구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지

는	않는다.

01 having shared 02 to have been 

03 `not to interfere 04 Having received 05 boiling 

06 his 07 wrapped 08 for 09 be tattooed 

10 of 11 listening  12 adapted 13 her 

14 not knowing 15 being awakened 

16 to eat → to be eaten 17 to fall → to have fallen 

18 for → of 19 raising → raised 20 to not do → not to do

Practice 3
✽12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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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재	생각되어지는	것인데	직계	조상의	기초를	세운	과거의	인구를	말하는	

것이므로	완료부정사	to	have	been이	적절하다.

03
해석	 	이런	변화는	인식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해설	 	준동사를	부정할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04
해석	 	NASA의	다방면의	훈련을	받고	난	후	1983년에	우주	왕복선	Challenger

호를	타고	처음으로	우주로	날아갔다.

해설	 	우주로	날아간	것보다	훈련을	받은	것이	앞선	시점이므로	완료분사구문의	

Having	received가	적절하다.

05
해석	 	Mary는	물이	끓는	주전자를	그대로	놓아	둔	채	부엌을	나갔다.

해설	 	‘with+목적어+분사,	부사(구),	형용사’로	부가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명사와	분사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를	쓴다.	boiling

이	적절하다.

06
해석	 	그가	일요일에	올	것을	믿어도	된다.

해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명사일	때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모두	가능하므로	

his가	적절하다.

07
해석	 	그	잔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그것을	포장해달라고	요

청했다.

해설	 	잔이	포장되는	것이므로	wrapped가	적절하다.		

have+사물+p.p.	=	get+사물+p.p.:	사물이	~되도록	하다

08
해석	 	그가	전등을	켜고,	문을	열고,	물건을	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해설	 	사람의	성질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온	경우가	아니므로	부정사

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목적격’을	쓴다.

09
해석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은	문신	새기기를	좋아한다.

해설	 	문신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동형의	be	tattooed가	적절하다.

10
해석	 	그런	상황에서	남들을	생각하시다니	정말	사려	깊으시군요.

해설	 	considerate라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로	‘of+목적격’이	적절하다.

11
해석	 	아이들은	옛날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부모에게서	받는	관심을	즐긴다.

해설	 	주절의	주어와	같으므로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해야	한다.

12
해석	 	우리는	햇빛	아래에서의	생활에	적응된	눈을	가지고	있는	낮에	활동하는	동

물이다.		

해설	 	‘with+목적어+과거분사’로	부대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눈이	생활에	적응되

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adapted가	적절하다.

13
해석	 	그녀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또한	있다.

해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목적어와	같을	때는	전치사를	생략

하므로	her가	적절하다.

14
해석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해설	 	준동사를	부정할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15
해석	 	얼마	후,	그	농부는	수탉의	울음소리	때문에	한밤중에	깨는	것에	짜증이	났다.

해설	 	농부가	한밤중에	깨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로	수동형의	동명사(being	

awakened)가	적절하다.

16
해석	 	이	작은	조각들은	다양한	동물에게	먹혀	먹이	사슬	속으로	들어간다고	알려

져	있다.

해설	 	‘작은	조각들이	동물에게	먹히는’	것으로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수동

형의	부정사	to	be	eaten이	적절하다.

17
해석	 	그가	근무	중에	잠들었다고	추정되었던	그날	밤	그	시계가	자정에	실제로	

13번	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설	 	밝혀진	시점은	과거이지만	잠들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그보다	앞서는	시

점이므로	완료부정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해석	 	문을	열어	놓다니	내가	조심성이	없었다.

해설	 	careless라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므로	의미상의	주어

로	‘of+목적격’이	적절하다.

19
해석	 	그들은	흥겨운	소리를	지르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흔들며	원을	이뤄	춤을	

추었다.

해설	 	with+목적어+과거분사:	~이	…한	채,	~이	…하면서.	

	 목적어와	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	분사가	적절하다.

20
해석	 	서투른	코치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

라고	말할	것이다.

해설	 	준동사를	부정할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Unit Test
01 exciting  02 Dropping  03 `not being 

04 Surprised  05 mending  06 It being

07 be done  08 walking  09 of 

10 have found 11 taken  12 planning

13 walking  14 With  15 Amazed

16 `�surrounding → surrounded 17 tearing → being torn

18 creating → having created 19 being → there being 

20 Her listening → Listening 21 for → of 

22 slept → sleeping 23 to never take → never to take

24 breaking → broken 25 pay → to pay 26 ⑤ 

27 ③ 28 ① 29 ① 30 ③ 31 ③

✽128~132쪽

01
해석	 	아주	신나는	공연을	위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해설	 		performances를	수식하는	exciting이	적절하다.	감정동사의	현재분사는	

보통	사물을	수식하거나	사물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이고,	과거분사

는	사람을	수식하거나	사람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

02
해석	 	그가	나를	내려줬을	때,	그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나의	대학	공부에	행운을	

빌어	주었다.

해설	 	‘As[When]	he	dropped	me	off,	~.’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그가	

나를	내려준	‘능동’으로	Dropping이	적절하다.

03
해석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땐	건전지를	제품	속에	남겨두지	마라.

해설	 	준동사를	부정할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04
해석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에게	그	스파이크화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

지	물었고	그	스파이크화의	값을	치를	정도의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해설	 	Being	surprised에서	Being을	생략한	형태이다.	감정동사의	분사는	주어

가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과거분사를	쓴다.

05
해석	 	내	구두는	수선할	필요가	있다.

해설	 	want,	need	등의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갖

는다.	mending이	적절하다.

06
해석	 	내일	날이	더우면	나는	수영하러	갈	거야.

해설	 	주절의	주어와	다르므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을	생략하면	안	된

다.	It	being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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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석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해설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be	done이	적절하다.	보통	to	do와	같은	

‘능동’의	형태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한다.
08
해석	 	Robert	Pirsig가	그의	책에서	말하듯이,	당신의	차에	대해	작업을	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정비사는	믿지	마라.

해설	 	‘while	he	works	on	your	car’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를	남겨둔	

형태이다.	작업을	화는	‘능동’으로	working이	적절하다.

09
해석	 	그의	말을	믿다니	너도	바보로구나.

해설	 	silly라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로	

‘of+목적격’이	적절하다.

10
해석	 	그	동물	센터	직원들	중의	한	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어	그가(자

신이)	기쁘다고	말했다.

해설	 	기뻐하는	시점보다	알아낸	시점이	앞서므로	완료부정사	have	found가	적

절하다.
11
해석	 	2000년에	행해진	공식적	인구조사는	전화와	인터뷰를	통해	실시되었다.

해설	 	인구조사가	행해진	것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taken이	적절하다.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구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해석	 	2006년에,	조사에	응한	미국	쇼핑객의	81%가	구매를	계획할	때	온라인	고

객	평점과	후기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해설	 	a	purchase라는	목적어가	있고	쇼핑객이	구매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능동’

의	의미를	갖는	planning이	적절하다.
13
해석	 	그녀가	전화기를	되찾은	후,	나는	그녀를	지나치던	어떤	사람이	“오늘	운이	

좋은	날이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해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	‘능동’의	의미이므로	walking이	적절하다.

14
해석	 	기술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보하면서,	소비자들이	물을	더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

해설	 	‘with+목적어+분사,	부사(구),	형용사’의	형태로	‘~이	…한	채,	~이	…하면

서’라는	뜻으로	동시	동작이나	부가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

다.	여기에서	with를	빼면	독립분사구문이	된다.
15
해석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모든	관심에	놀라서	나는	그녀가	그	항공사에	

근무하는지	물어보았다.

해설	 	‘As	I	was	amazed	~’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이다.	감정동사의	분사는	주

어가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과거분사가	쓰인다.

16
해석	 	불쾌한	냄새에	둘러싸인	채,	붐비는	대피소의	구석	바닥에	누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해설	 	둘러싸이는	‘수동’의	의미로	surrounded가	적절하다.

17
해석	 	그러나	지금은	매우	작은	조각으로	잘린	후	오래된	지폐는	새로운	것을	만

드는데	사용되어진다.

해설	 	오래된	지폐가	무엇을	찢을	수	없으므로	수동형의	being	torn이	적절하다.

18
해석	 	식사를	함께	준비하라.	팀으로	식사를	준비한	것이	더	나은	추억이	될	것이다.

해설	 	추억이	되는	시점보다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앞선	시점이므로	완료동명사가	

적절하다.	준동사의	시제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할	때는	단순형(to+동사	원

형,	동사	원형+ing)을,	본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일	때는	완료형(to	have+과

거분사,	having+과거분사)을	사용한다.

19
해석	 	달에	바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꽂힌	깃발이	펄럭였다.

해설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생략할	수	없다.	‘there	being’으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해석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나타내지만	동명사가	문

두에	사용됐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만	가능하다.	이	문장에서는	동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실질적인	문장의	주어와	같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해석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해설	 	kind라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로	

‘of+목적격’이	적절하다.
22
해석	 	그의	개가	옆에서	자고	있는	채로	그는	조간신문을	읽었다.

해설	 	개가	옆에서	자고	있는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
23
해석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위험을	

전혀	무릅쓰지	않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해설	 	준동사를	부정할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24
해석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애쓰는	한	남자와	관련된	매우	오래된	이야

기가	있다.

해설	 	보일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보일러를	의미하므로	과거분사	

broken이	적절하다.
25
해석	 	그는	내	돈을	갚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지불하게	했다.

해설	 	have+사람+원형	=	get+사람+to부정사:	사람이	~하도록	시키다.	동사	

get도	사역동사처럼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사역동사가	아니므로	목

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to	pay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6
해석	 	오늘날	사업은	보다	국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사업에서	피할	것

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차	어디로	가기	전에	당신은	그	곳에	문

화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발바닥을	보이는	

식으로	앉아있는	것은	무례하다.	한국에서	붉은	글씨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은	재수가	없다.	미국에서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은	동의를	

뜻하지만	어떤	라틴과	아랍국가	일부에서	이것은	불손한	제스처이다.

해설	 	⑤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	formed

가	적절하다.	

	 	①	‘의문사+to부정사’	형태로	learn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if는	

find	out의	목적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다.	③	sitting은	

동명사로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④	Writing은	동명사로	문장의	주어

로	쓰이고	있다.

27
해석	 	교실	안의	소음은	의사소통	패턴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특히	읽기와	읽기	

학습에	미치는	소음의	부정적인	영향	면에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해설	 	③	it이	가주어이고	that	절이	진주어인	문장에서	감정동사의	분사가	쓰이

고	있다.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이므로	현재분사가	적절하다.	보통	사물을	수

식하거나	사물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현재분사가	쓰인다.		 	

①	주어	Noise에	이어지는	동사이다.	②	ability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으

로	쓰이고	있다.	④	related는	수동태로	적절히	쓰이고	있다.	⑤	learning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쓰이고	있다.

28
해석	 	아프리카의	농촌	사람들은	물을	길어	오기	위해	하루에	5킬로미터를	걸으

면서	해바라기,	장미,	커피와	같은	환금	작물	밭을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할

까?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민들을	먹여	살리거나	안전한	식수를	공

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은	유럽	시장에	수출하

는	작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해설	 	①	‘while	they	walk	five	kilometers	a	day’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후	접속사

를	남겨둔	형태이다.	사람들이	걷는	것이므로	‘능동’의	walking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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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③	find의	진목적어로	쓰였다.	find	

동사의	경우	to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오면	반드시	가목적어	it을	사용해

서	나타낸다.	④	drinking	water는	‘식수’라는	뜻으로	쓰였다.	drinking이	

water를	수식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한다.	⑤	be	used	to부정사:	~하는	

데	사용되다
29
해석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의	자전거를	나의	이웃의	진입로에	놓아두

곤	했다.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현관문이	우리	이웃의	진입로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

속	거기에	놓아두었다.	나는	정말로	왜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문제	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아냈다.	우리의	이웃이	

자신의	진입로로	들어오다가	나의	자전거가	거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전거는	뭉개졌다.	나의	아버지는	그것을	수리하시려고	열심히	노

력했지만,	그것은	너무	많이	파손되었다.	그것은	다시	예전의	것이	되지	못

했다.

해설	 	①	to부정사의	부정은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그	앞에	붙인다.		 	

②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자전거가	놓여	있는	‘진행’의	의미로	적

절히	쓰였다.	③	자전거가	뭉개진	것으로	‘수동’의	의미로	적절히	쓰였다.	

④	tried의	목적어로	쓰인	부정사이다.	⑤	파손된	것으로	‘수동’의	의미로	적

절히	쓰였다.
30
해석	 	그는	Harry의	손을	뿌리치고	헛간	안으로	뛰어	들어	갔다.	그는	옷에	불이	

붙은	채	땅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Simon은	그	불을	끄고	

그를	헛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소년은	다리에	약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괜찮아	보였다.	그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숨을	

내	쉬었다.

해설	 	③	‘with+목적어+분사’로	부대상황을	나타낸다.	fire가	목적어로	나

와	있고	옷에	불이	붙은	것이므로	catching이	적절하다.		 	

①	‘as	he	shook	Harry’s	hand	off’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형태이다.	②	소

년이	구르는	것으로	‘능동’의	현재분사가	쓰였다.	④	‘As	he	watched	the	

boy	carried	away	in	an	ambulance’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형태이다.	⑤	

소년이	실려	가는	것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가	쓰였다.
31
해석	 	그	때	나는	Justin이	몸을	숙이는	것을	보았고	그가	달걀	하나를	찾은	것처

럼	보였다.	그는	돌아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한	

번	무언가를	집어	들었다.	5분	안에,	모든	달걀이	발견된	것	같았고	아이들

은	찾은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발선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몇	명

은	달걀을	하나	찾았고,	몇	명은	두	개를	찾았으며,	심지어	세	개를	찾은	아

이도	몇	있었다.

해설	 	③	‘~같은’	시점보다	‘발견된	것’이	앞선	시점이므로	수동형의	완료부정사

(to	have	been	found)로	써야	한다.		

	 	①	saw의	목적격보어로	Justin이	숙이는	‘능동’의	의미로	적절히	쓰였다.	

②	‘~처럼	보이는’	시점보다	발견한	것이	앞선	시점이므로	과거완료로	썼

다.	④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⑤	show와	found의	목적어	역할

을	하는	what이	쓰였다.

01
해석	 	꽃병이	우연히	Sophie에	의해	깨뜨려졌다.

해설	 	The	vase가	주어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02
해석	 	이러한	종류의	멀미를	‘simulator	sickness’라고	불러	왔다.

해설	 	‘That	kind	of	motion	sicknes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call	A	

B(A를	B라고	부르다)’를	수동태로	바꾸면	‘A	is	called	B’의	형태가	된다.	뒤

에	목적어로	보이는	‘simulator	sickness’가	사실은	목적격보어로	쓰였던	

것이다.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한다.
03
해석	 	사람들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행복하다.

해설	 	happen은	자동사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04
해석	 	이것에	의해	테이프	상의	소리가	쓸모없게	될	수	있다.

해설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be+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낸다.

05
해석	 	몇	명의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해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

정사가	된다.
06
해석	 	어제	밤,	그의	아내는	그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해설	 	Last	night,	his	wife	heard	him	open	the	door.를	수동태로	쓴	문장이

다.	지각동사의	목적격보어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가	된다.

07
해석	 	Sally의	남자	친구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빨간	장미	몇	송이를	사	주었다.

해설	 	직접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	때	buy는	간접목적어	앞에	for를	사용한다.

08
해석	 	양	세계대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설	 	take	place는	자동사로	쓰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09
해석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telpochcalli라고	불렸다.

해설	 	‘call	A	B(A를	B라고	부르다)’를	수동태로	바꾸면	‘A	is	called	B’의	형태가	

된다.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목적격보어이다.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한다.
10
해석	 	그날	저녁	늦게	그는	그녀에게	파티를	열어	줬다.

해설	 	throw는	직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이다.

11
해석	 	그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	여자에게	시를	썼다.

해설	 	write는	그	의미상	직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는	동사이다.

12
해석	 	Tom은	몇몇	새들이	깃털을	흔들어서	다시금	깃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해설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인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	to부정사가	된다.

13
해석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해설	 	동사	ask는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쓸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of가	필요하다.

CHAPTER  09 태

01 was broken 02 been called 03 `happen

04 can be made  05 to feel 06 to open 07 for 

08 took place 09 was called 

10 a party was thrown for her 

✽136~138쪽

Practice 1

11 A poem was written to her 12 to shake 

13 of 14 was named 15 to advertise  

16 appeared  17 discovered → was discovered 

18 watched drive → watched to drive 

19 is resembled → resembles         20 considers → is considered

21 Her daughter was sung a lullaby every night by her. 

      → She sang her daughter a lullaby every night. 또는 

          A lullaby was sung for her daughter every night by her. 

22 was given → gave 23 made feel → made to feel

24 has observed → has been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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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석	 	그	배는	Beantown	Betty라고	이름	지어졌다.

해설	 	‘name	A	B(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구문을	수동태로	만든	것이다.	뒤에	

있는	Beantown	Betty를	목적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15
해석	 	담배회사들은	텔레비전에서	이제	더	이상	광고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They	no	longer	let	cigarette	companies	advertise	on	TV.를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let은	수동태에서	‘be	allowed	to’가	된다.

16
해석	 	문이	천천히	열렸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해설	 	appea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17
해석	 	1812년에	발견된	이래로	Petra는	방문해	볼	만한	유명한	멋진	장소가	되었다.

해설	 	it이	가리키는	것이	Petra이고	‘Petra가	방문해	볼	만한	장소’라고	하고	있

으므로	‘발견되었다’는	수동태가	적절하다.

18
해석	 	Marina는	늦게까지	그가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설	 	지각동사	watch가	수동태로	되면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

사가	된다.

19
해석	 	사람의	심장은	주먹의	모양과	크기를	닮았다.

해설	 	resemble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20
해석	 	여자는	결혼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	년	내내	신부로	여겨진다.

해설	 	‘consider	A	B(A를	B라고	여기다)’	구문을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con-

sider	동사	다음에	목적어처럼	보이는	목적격보어였던	명사	a	bride가	온	

것에	주의한다.

21
해석	 	그녀는	밤마다	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해설	 	sing(~에게	노래를	불러주다)은	그	의미로	인해	직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

어가	될	수	있다.

22
해석	 	그녀는	나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였다.

해설	 	간접	목적어(me)와	직접목적어(a	lovely	lunch)가	다	있으므로	능동태가	적

절하다.

23
해석	 	수학	성취	평가를	보기	전	기분이	좋아진	학생들은	그들의	중립적인	(기분

의)	또래들	보다	훨씬	더	잘한다.

해설	 	사역동사	make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격보어로	쓰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

사가	된다.

24
해석	 	댐의	가장	나쁜	영향은	알을	낳기	위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

에서	관찰되어	왔다.

해설	 	effect(영향)는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

하다.

01
해석	 	그들은	바다표범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

과시켰다.

해설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화학적	변화)

	 be	made	by:~에	의해	만들어지다

02
해석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애완동물로써	길러졌다고	여겨졌다.

해설	 	‘They(We)	believed	that	~.’을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이때	it을	가주어

로	사용하지	this를	가주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03
해석	 	이	경향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remain+과거분사’로	일종의	수동태이다.	(상태	수동태)

04
해석	 	Abigail은	한	노부인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었다.

해설	 	수동태로	바꿀	때	구동사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그러므로	‘given’이	

아니라	‘given	up’이	되어야	한다.
05
해석	 	새로운	연구에서,	웃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당신을	무능력하게	보이

게	만든다는	것이	알려졌다.

해설	 	‘They	found	that	~.’을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that	절을	수동태를	만

들	때	가주어	it을	주어로	하여	바꾼다.
06
해석	 	왜	1816년이	여름이	없었던	해로	알려졌는가?

해설	 	be	known	as:	~로	알려지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07
해석	 	이런	준비가	바로	일이	수행될	수	있게	만드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

신감을	높여	준다.

해설	 	have(get)+목적어+과거분사:	…을	~당하다,	…을	~시키다.	

	 목적어와	과거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08
해석	 	여기	있는	내	친구가	그것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해설	 	My	friend가	주어이므로	능동태가	적절하다.

09
해석	 	소년의	부모는	그의	못된	성질을	걱정했다.

해설	 	be	concerned	about:	~에	대해	염려하다

10
해석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쓰인	대본을	가지고	있다

는	생각이	내게	떠올랐어.

해설	 	have(get)+목적어+과거분사:	…을	~당하다,	…을	~시키다.	

	 목적어와	과거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11
해석	 	Harvey	Ball이라는	미국인	화가가	1963년에	처음으로	스마일	얼굴을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다.

해설	 	‘They[People,	We]	say[find,	believe,	think]	that	~.’을	수동태로	바꿀	

때	가주어	it을	사용하므로	‘It	is	said[found,	believed	though]	~.’	형태

가	된다.
12
해석	 	그렇게	나는	그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곧	다시	편안해	진다.

해설	 	‘become+과거분사’로	일종의	수동태이다.

13
해석	 	그녀는	그때	1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한다.

해설	 	that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여	수동태로	바꿀	때	that절의	시제

가	본동사의	시제와	같으면	단순부정사를	사용하고,	하나	더	과거일	경우

는	완료부정사를	사용한다.
14
해석	 	그	노예는	그	사자를	돌봐	주었다.

해설	 	수동태로	바꿀	때	구동사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of를	빠뜨리지	않도

록	주의한다.

15
해석	 	한국은	덥고	습기	있는	여름	날씨로	알려져	있다.

01 from 02 It 03 `unrealized            04 was given up

05 it was found 06 as 07 done 08 saw 

09 about  10 written 11 It is believed 12 relaxed 

13 have lived 14 taken care of 15 for  

16 into 17 to 18 looked up → looked up to 

19 made from → made of  20 is peel → peels 

21 on → with 22 cooling → cooled 

23 with → to  24 worrying → worried 

25 We are believed → It is believed 또는 We believe 26 with → to

Practice 2
✽141~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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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be	known	for:	~	때문에	알려지다,	~로	유명하다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16
해석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은	1995년에	출판되었고	텔레비전	영화로	만들어졌다.

해설	 	be	made	by:	~에	의해	만들어지다	

	 be	made	into:	…이	~로	만들어지다
17
해석	 	그	공원은	Walt	Whitman이라는	시인에게	헌정되었다.

해설	 	be	dedicated[devoted]	to:	~에	헌신하다	

18
해석	 	어린	학생들은	교사들을	존경한다.

해설	 	수동태로	바꿀	때	구동사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그러므로	‘looked	

up’이	아니라	‘looked	up	to’가	되어야	한다.
19
해석	 	접시와	단지는	pygg라고	불리는	저렴한	점토로	만들어졌다.

해설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물리적	변화)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화학적	변화)

20
해석	 	이	오렌지는	껍질이	잘	벗겨진다.

해설	 	peel이	‘껍질이	벗겨지다’라는	뜻으로	능동의	형태로	수동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1
해석	 	개가	당신의	품속으로	뛰어들	때	당신은	개가	쿠션	속	조각들로	뒤덮여	있

는	것을	발견한다.

해설	 	be	covered	with:	~로	덮여있다

22
해석	 	Norm은	화가	나서	“내가	이	난로를	식힐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

쳤다.

해설	 	have(get)+목적어+과거분사:	…을	~당하다,	…을	~시키다.	

	 목적어와	과거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23
해석	 	그는	28살	된	여성과	결혼해서	홍콩에서	살고	있다.

해설	 	be	married	to:	~와	결혼하다

24
해석	 	어느	젊은	연인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걱

정이	심해졌다.

해설	 	‘grow+과거분사’로	일종의	수동태이다.

25
해석	 	우리는	결정의	질은	결정을	내리는	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

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설	 	‘We	believe	that	~.’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다.	that	절을	수동태를	만들	

때	가주어	it을	주어로	하여	바꾼다.
26
해석	 	그	어부는	그런	상황에	익숙했으므로,	교수를	구하기	위해	그는	헤엄쳐	갔다.

해설	 	be[get]	accustomed[used]	to:	~에	익숙하다

01
해석	 	매년	특정	색이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다.

해설	 	‘지명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뒤에	나오는	‘color	of	the	year’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이다.

02
해석	 	우리는	특정	문화와	사회에	속해	있다.

해설	 	belong은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03
해석	 	농부가	“마을에	차를	몰고	가서	타이어를	고치세요.”	말했다.

해설	 	have(get)+목적어+과거분사:	…을	~당하다,	…을	~시키다.	

	 목적어와	과거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다.

04
해석	 	인간의	신체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해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

정사가	된다.

05
해석	 	농부는	그가	일하는	것에	만족했다.

해설	 	felt	satisfied는	일종의	수동태로	볼	수	있다.	(상태	수동태)

06
해석	 	나의	가족들은	핫도그와	콩에	무척	싫증을	냈다.

해설	 	문맥상	‘싫증났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be	tired	with[by,	from]:	~로	피곤하다

	 be	(sick	and)	tired	of:	~에	싫증나다

07
해석	 	그녀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1970년대에	음악을	포기했다.

해설	 	수동태로	쓸	때	구동사는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므로	given이	아니라	

given	up이	되어야	한다.

08
해석	 	Carnegie가	한	번은	자신의	누이가	두	아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해설	 	지각동사	hear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정

사가	된다.

09
해석	 	영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널리	쓰인다.

해설	 	영어가	말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10
해석	 	삶에서,	어떤	것이든	과도하면	이롭지	않다고	한다.

해설	 	‘They	say	that	~’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다.	that	절을	수동태를	

만들	때	가주어	it을	주어로	하여	바꾼다.

11
해석	 	손	하나가	계단	사이로부터	뻗어	나와서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이	보였다.

해설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정

사가	된다.

Unit Test
01 is named  02 belong 03 `fixed 04 to move 

05 satisfied 06 of 07 given up 08 to complain      

09 is widely spoken       10 They are said → It is said 또는 They say 

11 reach → to reach 12 knowing → known 

13 turned → turned on 14 was occurred → occurred 

15 see → to see 

16 `�He was made a famous person → A famous person was made 

for him 

17 Her sick husband was taken care of all through the night by her.

✽144~148쪽

18 `�They say that the umbrella was invented in ancient China 

about 1,700 years ago. 

19 `�Some cultures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20 We know this country for its diversity in languages. 

21 hat same shelf is now filled with healthy snacks.

22 He was made to pack up his books and go to bed by me. 

23 Friday is believed to be an unlucky day. 또는 

      It is believed that Friday is an unlucky day.

24 They were seen to come out of a farmhouse by me. 

25 A text message was sent to them by the police. 

26 He was called Mahatma by the Indian people. 

27 A site has been chosen for the new school. 

28 They considered him a natural born actor. 29 ④ 

30 ② 31 ① 32 ④ 33 ③ 3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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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그는	술을	심하게	마시고	이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미친	수도승”으로도	

알려졌다.

해설	 	목적어가	없고	‘알려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be동사	이외의	동

사로	수동태를	표현한다.(동작	수동태)

13
해석	 	TV를	켜서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Michele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을	보았다.

해설	 	TV를	켜는	것은	‘turn	on’이다.	수동태에서	구동사는	하나의	단위처럼	취급

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14
해석	 	당신의	책상	배송이	가구	제조업체에서	우리	창고로	배송되는	동안	발생한	

파손	때문에	예상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해설	 	occu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15
해석	 	그	이야기가	John이	상황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었다.

해설	 	The	story	made	him	see	things	in	a	different	way.를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

서는	to부정사가	된다.
16
해석	 	그의	탁월한	능력이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해설	 	‘His	excellent	ability	made	him	a	famous	person.’을	수동태로	바꾼	문

장이다.	make는	그	의미상	직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써야	한다.
17
해석	 	그녀는	밤새	아픈	남편을	간호했다.

해설	 	구동사는	수동태에서	한	단위로	취급된다.

18
해석	 	그	우산은	약	1,700년	전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해설	 	완료부정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본동사의	시제보다	that절의	시제가	하나	더	

앞선다.
19
해석	 	일부	문화를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해설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be+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20
해석	 	이	나라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설	 	be	known	for:	~	때문에	알려지다,	~로	유명하다

21
해석	 	그	동일한	선반은	이제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해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22
해석	 	나는	그가	책을	챙기고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

해설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

정사가	된다.
23
해석	 	금요일은	불길한	날이라고	한다.

해설	 	목적어가	명사절인	경우의	수동태로	that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여	

수동태로	바꾼다.	이때	that절의	시제가	본동사의	시제와	같으므로	단순부정

사를	사용한다.	또는	가주어	it(=	that절)을	주어로	하여	수동태로	바꾼다.

24
해석	 	나는	그들이	한	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해설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는	to부정

사가	된다.
25
해석	 	경찰은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설	 	send는	직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이다.

26
해석	 	인도인들은	그를	마하트마라고	불렀다.

해설	 	call은	간접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이다.

27
해석	 	신설	학교	부지가	선정되었다.

해설	 	동사	choose는	수동태가	될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써야	한다.

28
해석	 	그들은	그를	타고난	배우라고	평했다.

해설	 	‘consider	A	B(A를	B라고	여기다)’	구문을	수동태로	바꾼	문장이다.	목적어

처럼	보이는	명사	a	natural	born	actor가	온	것에	주의한다.
29
해석	 	기억해야	할	점은	때로는	논쟁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고	한다

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말을	하

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여러분의	침착함을	잃게	한다

면	여러분은	어리석게	들리는	말을	할	것이며,	그저	화를	내고	그러면	여러

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러니	속아	넘

어가지	마라.	여러분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제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침착한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해설	 	④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사용된	원형부정사는	수동태에서

는	to부정사가	된다.	‘be	made	to	cause’가	되어야	한다.		 	

①	thing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②	get의	목적

격보어로	쓰인	to부정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to	win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for	you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the	issue가	‘제기되는’	것이므로	과거

분사가	적절하다.
30
해석	 	큰	기업의	CEO가	큰	검정색	리무진에서	내렸다.	늘	그렇듯,	그는	정문으로	

가는	계단을	올랐다.	그가	커다란	유리문을	통과하려	할	때,	그는	“죄송합니다만,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회사에

서	수년	동안	근무해	온	그	경비원은	얼굴에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상관

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해설	 	②	지각동사	hear가	수동태로	되면	목적격보어인	원형부정사는	to부정사가	

된다.	그러므로	heard	to	say가	맞다.		

	 	①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③	The	security	guard를	선행사로	하

는	관계대명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과거완료에서	‘for+기간	명사’로	어법

상	적절하다.	⑤	분사구문을	이끄는	현재분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31
해석	 	사람들은	절대로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첫사랑에	대한	기

억들이	평생	동안	당신의	이성	관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잊어야	한다.	사

회학자들은	젊은	시절의	사랑에	대한	행복감이	미래의	로맨스를	어떻게	판

단하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	보고서

에	따르면,	이성	관계에	있어서	장기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해설	 	①	It	said를	It	is	said로	바꾸어야	한다.	that절을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문

장을	전환할	때	it을	사용해서	수동태로	만든다.	

	 	②	should	forget에서	반복되는	forget을	생략한	것이다.	③	‘all	future	

romances	are	judged	by	the	unreal	standard’를	an	unreal	standard

를	선행사로	하여	관계대명사	which로	연결한	형태이다.	④	all	future	

romances가	주어이므로	수동태로	적절하게	쓰였다.	⑤	주어가	the	best	

way이므로	단수	동사	is는	어법상	적절하다.
32
해석	 	1741년에	러시아	탐험가가	알래스카	해안에	착륙하였다.	러시아는	그	땅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였고,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러시아인들이	알

래스카	해안을	탐험하고	원주민들과의	교역했다.	미국은	1859년부터	알래

스카를	구입하려	러시아와	회담을	가졌으나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 

때문에	연기되었다.	1867년에	미국은	알래스카	땅을	칠백이십	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	영토는	1959년에	미국의	마흔	아홉	번째	주(州)가	되었다.

해설	 	④	문맥상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was	put	off가	되어

야	한다.	수동태에서	구동사는	전체가	하나처럼	취급된다.		 	

①	were	involved	in:	~에	연루되다,	~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다	②	

exploring과	병렬로	쓰인	trading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about의	목적

어로	쓰인	buying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과거의	사실이므로	과거시제로	

나타낸다.
33
해석	 	한	회사가	중동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수백만	달러	어치의	계

약을	협상하면서	몇	달을	보낸	후,	그	회사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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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최종안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돼지가죽

으로	최종안을	제본했다.	불행하게도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가죽을	악으로	여

긴다.	그	최종안과	제본표지가	불태워졌고,	그	회사	대표는	그	나라를	떠나

라는	말을	들었다.

해설	 	③	‘have+목적어+과거분사’	구문이다.	그것이	‘묶이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bound가	되어야	한다.		

	 	①	wanted의	목적어로	쓰인	to부정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앞에	which	

were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과거분사로	쓴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spend+시간+~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④	‘불태워지는’	것이므로	수

동태가	적절하다.	⑤	‘듣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be	told	=	hear
34
해석	 	Adelie	펭귄들이	먹이를	찾아	물가를	향해	큰	무리를	지어	거니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한	

예로,	식사로	펭귄들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표범물개가	있다.	Adelie	펭귄

은	무엇을	할까?	펭귄의	해결책은	대기	전술을	펼치는	것이다.	그들은	자

기들	중	한	마리가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물가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나머지	펭귄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	만약	그	선두	주자가	살아

남으면,	다른	모두가	그대로	따를	것이다.	만약	그것이	죽는다면,	그들은	

돌아설	것이다.

해설	 	⑤	occur는	자동사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으므로	occurs로	써야	한다.	

	 	①	found의	목적격보어로	‘능동’의	의미를	지닌	현재분사가	적절하게	쓰였

다.	②	leopard	seal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③	

be동사의	보어로	to부정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④	until절에서	핵심	주어가	

one이므로	단수로	적절하게	쓰였다.

01
해석	 	내가	여러분에게	달걀이	어디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

겠는가?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	+S+	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could/might+	동사원형	…’

02
해석	 	당신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could/might+동사원형	…’

03
해석	 	그	수표가	동봉되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빨리	답장을	보냈을까?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

might+have+p.p.…’

04
해석	 	그러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해설	 	But	for	=	Without	=	If	it	had	not	been	for	=	Had	it	not	been	for

05
해석	 	만약	그가	그녀를	죽이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녀를	죽였을	거야!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might+have+p.p.	…’
06
해석	 	만일	그녀가	거기	없었다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might+have+p.p.	…’
07
해석	 	조금	더	싸면	이거	살	텐데.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08
해석	 	우리	아이들은	조부모의	문화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겁이	날	것

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09
해석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학교를	중퇴했을	수도	있고	틀림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해설	 	Without	=	But	for	=	If	it	had	not	been	for	=	Had	it	not	been	for

10
해석	 	만약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해설	 	과거	사실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혼합	가정법이다.	

	 ‘If+S+had	p.p.	~,	S+would/should/could/might+동사원형	…’
11
해석	 	만약	Dr.	Ruth가	이전의	직업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길	원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might+have+p.p.	…’

12
해석	 	Carnegie는	자신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	즉각	답장을	받을	것이라고	그녀

에게	말했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가정법은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에	주의

한다.
13
해석	 	여러분이	누군가가	‘지붕이	불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

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14
해석	 	친구들이	없다면,	세상은	상당히	외로운	곳일	것이다.

해설	 	But	for	=	Without	=	If	it	were	not	for	=	Were	it	not	for	=	If	there	

were	no	
15
해석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림보다	원본을	베끼려고	애쓴다면	여러분의	그림은	

이제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16
해석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행성에서	산다면,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17
해석	 	그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거리의	상인으로	생을	마감

했을지도	모른다.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might+have+p.p.	…’

CHAPTER 10 가정법

01 would 02 could resolve 03 `had been enclosed 

04 But for  05 would have killed 06 had not been 

07 were 08 would be  09 Without 

10 could play 11 had wanted 12 wrote 

13 overheard 14  But for 15 try → tried  

16 was → would be 17 took → had taken 

18 have gotten → get 19 will → would 

20 managed → had managed 21 know → knew 

22 it → there

✽151~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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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석	 	장갑을	끼지	않는다면,	매번	멈추려	할	때마다,	그들의	손은	심한	상처를	입

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가정법	과거완료로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는	didn’t	wear를	hadn’t	worn으로	고쳐야	한다.

19
해석	 	공기가	없다면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	it	were	not	for	=	Were	it	not	for	=	Without	=	But	

for	=	If	there	were	no

20
해석	 	그가	나를	다시	이겼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If+S+had+p.p.	~,	S+would/should/could/

might+have+p.p.	…’	가정법	과거로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have	

been을	be로	고쳐야	한다.
21
해석	 	삶이	당신에게	주는	여러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실로	멋

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22
해석	 	물이	없다면	생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	there	were	no	=	Without	=	But	for	=	If	it	were	not	for	=	Were	it	

not	for

01
해석	 	너무도	많은	회사들이	마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제품들을	

광고한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02
해석	 	나는	시	당국이	더	많은	공동	텃밭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시민들에게	작물

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해설	 	‘I	wish’	가정법	과거이다.

03
해석	 	그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하다

해설	 	as	though(=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04
해석	 	고래들이	헤엄쳐	지나갈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

졌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felt와	swam이	같은	시제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보는	것

이	적절하다.

05
해석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제	그녀에게	갈	때야!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It	is	(high/about)	time	(that)+S+(should)	동

사원형	~’이다.

06
해석	 	그	사고	후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행동했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행동했던	시점보다	앞서므

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적절하다.
07
해석	 	나는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시각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발생한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as	if	뒤에	직설법이	오는	경우는	상황의	

진위를	확실히	모를	경우이다.
08
해석	 	때때로	태양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태양이	구름	사

이로	빛나고	있을	때	그렇다.

해설	 	as	though(=	as	if)	뒤에	직설법이	온	경우이다.	even	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며	여기서는	의미에	맞지	않다.
09
해석	 	마치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형태로	악상(樂想)이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10
해석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때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을	‘It	is	(high/about)	time+for	목적격+to	동사원형	

~’	구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11
해석	 	또한	코끼리의	코는	손처럼	사용된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12
해석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현명한	조

언을	받았었다면	하고	바란다.

해설	 	I	wish	가정법으로	뒤에	‘I	had’가	나오므로	가정법	과거완료이다.

13
해석	 	그녀는	남자이기를	소망한다.

해설	 	I	wish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14
해석	 	네가	방	청소를	해야	할	때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It	is	(high/about)	time	(that)+S+과거동사/

were	~’이다.
15
해석	 	그가	새	팀을	선택할	때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It	is	(high/about)	time	(that)+S+(should)	동

사원형	~’이다.
16
해석	 	그녀가	그녀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은	‘~할	때이다’라는	뜻으로,	보통	‘It	is	(high/

about)	time	(that)+S+과거동사	또는	were	~/It	is	(high/about)	time	

(that)+S+(should)	동사원형	~/It	is	(high/about)	time	for	목적격+to	동

사원형	~	형식’으로	쓰인다.
17
해석	 	그가	역으로	출발할	시간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은	‘~할	때이다’라는	뜻으로,	보통	‘It	is	(high/

about)	time	(that)+S+과거동사	또는	were	~/It	is	(high/about)	time	

(that)+S+(should)	동사원형	~/It	is	(high/about)	time	for	목적격+to	

동사원형	~	형식’으로	쓰인다.
18
해석	 	나는	내	삶이	영화	속처럼	됐으면	좋겠다.

해설	 	‘I	wish’	가정법은	‘지금[바라는	시점]	또는	과거[바라는	시점보다	앞	선	

시점]에	어땠(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할	때	쓴다.
19
해석	 	John이	잠자코	있었어야	해.

해설	 	‘I	wish’	가정법은	‘지금[바라는	시점]	또는	과거[바라는	시점보다	앞	선	시

점]에	어땠(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할	때	쓴다.
20
해석	 	그는	마치	그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	온	것처럼	느껴졌다.

01 did not 02 would build 03 `were            04 were

05 should go 06 had happened 07 happened

08 as though 09 were taking  10 to start 

11 were 12 had received 13 were 14 cleaned 

15 choose 16 thought,  should, think, for,  her,  to

17 left, should, leave, for, him, to 18 is, not, is, not 

19 did, not, keep, did, not, keep 20 did, not, come 

21 were, not, floating  22 no, one, was

Practice 2
✽155~157쪽



  CHAPTER  10  가정법 … 37

해설	 	‘as	if’	가정법은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현재(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가정법	과거완료)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낸다.
21
해석	 	마치	우리가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해설	 	as	though(=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22
해석	 	마치	누군가가	지붕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천천히	빗방울이	떨어

졌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

제’를	가정함에	주의한다.

01
해석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된	형태이다.

02
해석	 	전문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에	돈을	낭비하기를	그만두고	저축

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한다.

해설	 	suggest(제안하다)에	이어지는	that절에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03
해석	 	그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해설	 	natural에	이어지는	that절에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04
해석	 	질문은	하지	않으면	무심코	넘어갈지도	모르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해설	 	otherwise	=	if	you	did	not	ask	them,

05
해석	 	만일	내가	부자라면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해설	 	supposing	that이	if	대신	사용되고	있다.

06
해석	 	성공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해설	 	to	부정사가	if	절을	대신하고	있다.

07
해석	 	불의가	없다면	인간은	정의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해설	 	if가	생략되고	도치된	형태이다.	Were	it	not	for	=	Without	=	But	for	=	

If	it	were	not	for	=	If	there	were	no
08
해석	 	그녀가	그에게	한동안	좀	쉬라고	권했다.

해설	 	recommend에	이어지는	that절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should)	동사원

형’이	사용된다.
09
해석	 	우리가	만약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If	we	lived	in	an	unpredictable	world’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Living	

in	an	unpredictable	world’가	된다.	분사구문이	if	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10
해석	 	그는	제주도로	떠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함께	수영하러	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설	 	otherwise가	if절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	가정법이다.	

	 otherwise	=	if	he	had	not	left	for	Jeju
11
해석	 	아마도	전	종류의	전구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고	나는	넌지시	암시를	

했다.

해설	 	suggest가	‘암시하다,	시사하다,	넌지시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직설법으

로	쓰인다.

12
해석	 	그들은	그가	즉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	 	demand에	이어지는	that절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13
해석	 	실패하면	다시	해볼	거야.

해설	 	if를	생략하고	should를	도치한	형태이다.	Should	I	fail	=	If	I	should	fail

14
해석	 	네	입장이라면	그만두겠어.

해설	 	‘in	your	place’가	‘If	I	were	in	your	place’를	대신하고	있다.

15
해석	 	자네가	도와주면	아무	문제도	없겠는데.

해설	 	With	your	help	=	If	you	helped	또는	If	there	were	your	help

16
해석	 	모든	사람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했다.

해설	 	important에	이어지는	that절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should)	동사원형’

이	사용된다.
17
해석	 	나는	정부가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해설	 	suggest(제안하다)에	이어지는	that	절에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18
해석	 	내가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설	 	If	only로	주절을	생략하고	있다.	If	only:	~이면	좋을	텐데(~였다면	좋았

을	텐데)	(소망을	나타냄)
19
해석	 	전기차는	다가오는	것을	듣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경	친화적인	차

량에	소음을	유발하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insist에	이어지는	that	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며	주관적인	주장을	할	경우는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20
해석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해설	 	주어가	if	절을	대신하고	있다.	(A	wise	man	=	If	you	were	a	wise	man,	

you)
21
해석	 	그는	그들에게	사흘	후	특정	장소에서	그와	만나자고	했다.

해설	 	request에	이어지는	that	절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22
해석	 	만일	그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된	형태이다.	

	 	Had	it	not	been	for	=	Without	=	But	for	=	If	it	had	not	been	for	=	

If	there	had	been	no

23
해석	 	누구한테라도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미쳤을	것이다.

해설	 	otherwise가	if절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otherwise는	‘if	I	had	not	

had	somebody	to	talk	to’	정도로	볼	수	있다.
24
해석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주말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해설	 	necessary에	이어지는	that	절에	당위성이	있는	경우	‘(should)	동사원형’

이	사용된다.
25
해석	 	그녀는	그	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설	 	insist가	나왔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01 Had I 02 should stop 03 `should 04 might

05 Supposing 06 to succeed 07 Were it

08 take 09 would  10 could 11 might 12 leave

13 Should 14 would quit 15 With 

16 should vote 17 takes → take 

18 am → were              19 is introduced → should be introduced

20 will → would 21 joined → join 

22 It had → Had it 23 went → would have gone 

24 hands in → hand in 25 be → was 

Practi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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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02
해석	 	하지만	그가	스키를	발에	신자마자,	그것은	마치	그가	처음부터	다시	걷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과	같다.

해설	 	as	though(=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온	경우이다.	

	 even	though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며	여기서는	의미에	맞지	않다.

03
해석	 	할인을	해	준다면,	살게요.

해설	 	provided[providing]	(that)	=	if	(만약	~한다면)

04
해석	 	그녀는	그	뇌우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해설	 	as	though(=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온	경우이다.	

	 구어체에서	3인칭	단수의	경우	were	대신에	was가	오기도	한다.

05
해석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소망한다.

해설	 	I	wish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06
해석	 	그러나	물	없이는	옥수수,	고구마,	쌀의	겨울	파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설	 	Without	=	But	for	=	If	it	were	not	for	=	Were	it	not	for	=	If	there	

were	no
07
해석	 	우리가	단순한	생활을	해야	할	때이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이다.

08
해석	 	너와	함께라면,	나는	결코	외롭지	않을	거야.

해설	 	‘With	you’라는	전치사구가	if	절을	대신해서	쓰이고	있다.	

	 With	you	=	If	I	could	be	with	you
09
해석	 	내게	돈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좀	빌려	주었을	텐데.

해설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된	형태이다.

10
해석	 	Syd	Lieberman은	사실을	걸기	위한	못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해설	 	suggest가	‘암시하다,	시사하다,	넌지시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시제를	일

치시켜야	한다.
11
해석	 	그러고	나서	노부인은	그가	뭔가를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해설	 	가정법	과거이다.	‘If+S+과거	동사	또는	were	~,	S+would/should/

could/might+동사원형	…’
12
해석	 	왜	내	충고대로	하지	않았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설	 	조건절이	생략된	경우이다.	문맥상	‘if	you	had	followed	my	advice’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해석	 	그는	자기만	믿으라고	큰소리쳤다.

해설	 	insist에	이어지는	that	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며	주관적인	주장을	할	경우는	

‘(should)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14
해석	 	네게	날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해설	 	‘I	wish’	가정법	과거이다.

15
해석	 	그들의	아기들이	시리얼을	먹기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룹들	사이의	차이점을	기대해	볼	만한	때가	되었다.

해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It	is	(high/about)	time+for	목적격+to	동사원

형	~’	구문이다.
16
해석	 	Chiara	Trombetti는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	권했다.

해설	 	recommend에	이어지는	that절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경우	‘(should)	동사

원형’이	사용된다.
17
해석	 	그	그림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그는	마치	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	

온	것처럼	느껴졌다.

해설	 	as	if	가정법으로	주절이	felt로	과거시제이며	‘살아	돌아	온’	것이	‘앞선’	시

제여야	하므로	과거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해석	 	텔레비전이	없다면	일상생활의	재미가	반감될	것이다.

해설	 	가정법	과거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시킨	문장이다.	

	 were	it	not	for	television	=	if	it	were	not	for	television	

19
해석	 	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창피당할	뻔했다.

해설	 	otherwise는	‘직설법+otherwise+가정법’으로	쓰일	수	있다.	

	 	주절의	시제보다	앞	선	시제에	대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적절하

며,	otherwise는	‘If	I	had	not	had	money	with	me’	정도로	볼	수	있다.

20
해석	 	Paul	Dver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는	코미디언인	Soupy	Sales

를	만났고,	그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심지어	이따금씩	그	코미디언과	전

화	통화를	했다.	Paul은	그의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들에게	그가	Soupy	

Sales와	친구라고	말하곤	했으며,	당연히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Soupy에게	부탁을	했다.	Paul과	그의	친구들이	연극에	출연하

게	되었고,	그는	Soupy에게	그를	위해	광고	하나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

했는데,	왜냐하면	그	광고가	Soupy의	목소리로	녹음되면	지역	라디오	방

송국이	틀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Soupy는	단지	쓰인	대로	광고를	녹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몇몇	애드리브를	덧붙여	그것을	재미있

게	만들었다.

해설	 	④	뒤에	나오는	‘would	play’로	보아	가정법	과거로	‘if	it	were’가	되거나	if

를	생략한	‘were	it’이	되어야	한다.	

	 	①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이므로	복수로	쓴	것은	어법상	적절하다.	②	‘~

하곤	했다’라는	뜻의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어법상	적절하게	쓰

였다.	③	asked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to부정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⑤	‘쓰여

진’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로	쓰인	과	분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21
해석	 	Roly-Poly	화분은	언제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훌륭한	착상이다.	그	화분은	밑이	둥글고,	식물에게	물이	필요할	때	주인에

게	알려주는	평형	장치를	사용한다.	밑	부분에는	평형을	잡는	추와	함께	물

이	모이는	공간이	있다.	두	부분의	무게가	똑같을	때에는,	화분이	똑바로	선

다.	그러나	물	높이가	낮아지면,	화분이	천천히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슬쩍	

보기만	해도,	주인은	식물에게	물을	주어서	다시	평형을	잡아	줄	때가	되었

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해설	 	⑤	‘It	is	time	~	가정법’으로	‘It	is	(high/about)	time+(that)+S+

과거동사/were	또는	(should)	동사원형	~’	구문이나	‘It	is(high/

about)	time+for	목적격+to	동사원형	~’	구문으로	써야	한다.		 	

①	allows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to	know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며	어법상	적절하다.	③	‘B	as	well	as	

Unit Test
01 didn’t 02 as though  03 `Provided 04 was 

05 were 06 Without 07 should lead 08 With   

09 Had I       10 is 11 might feel 

12 could have done 13 should trust              

14 can → could 15 looking → to look 

16 `�drank → should drink 17 came → had come 

18`��have been → be 19 `�was → would have been 

20 ④ 21 ⑤ 22 ④ 23 ③ 24 ① 

2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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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뿐만	아니라	B도)’의	형태로	쓰이는	접속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대

략,	약’이라는	의미로	쓰인	부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22
해석	 	만약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실수는	아버지다.	우리가	먹는	수천가지

의	음식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들,	그리고	우리가	운용하는	기계들은	실

험실에서의	실수나	운	좋은	우연으로부터	왔다.	한	정치만화에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사냥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작은	곰을	삽화로	넣은	후

에,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곰을	“Teddy”라	부르게	되었다.	만약	전쟁의	경

제상황이	국가로	하여금	고무의	대체품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하지	않았더

라면,	소비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장난감의	일종인	늘어나고	튀어	오르는	

Silly	Putty를	가지고	노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설	 	④	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might	have	not	experienced가	되어야	한다.

	 	①	조건절의	주어가	necessity이므로	is는	적절하다	②	a	small	bear가	

만나게	된	것이므로	과거분사는	어법상	적절하게	쓰였다.	③	required의	

목적격보어로	쓰인	to부정사는	적절하다.	⑤	toy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과거분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23
해석	 	어느	봄	날,	배고픈	수탉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흙을	파헤치고	있었

다.	갑자기	수탉의	발톱이	딱딱한	것에	걸려서	파보니	반짝거리는	보석

이었다.	수탉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주인이	만일	이	보석을	찾아낸다

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몹시	즐거워하며	그것을	집어	들고	애지중지할	텐

데.	그러나	이	보석은	나한테	소용이	없어.	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보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더	낫지.”	참으로,	이	사람에게	귀한	것이	

저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해설		③	가정법	과거이므로	was를	‘would	be’로	고쳐야	한다.		 	

①	-thing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②	jewel을	수식

하는	현재분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목적어가	대명사이므로	‘동사+대명사	

목적어+부사’의	어순은	적절하다.	⑤	has와	is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관계

대명사	w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24
해석	 	나는	네가	훌륭한	오디션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에서	주역을	얻

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너는	그	주역을	따낸	것처럼	그	역을	배

워야	한다.	네가	그	연극에서	연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역할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은	미래에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영

역은	다르지만,	나도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는	학교	신

문의	편집자가	되고	싶었지만	담당	선생님이	다른	학생을	뽑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글을	썼고,	지금	나는	한	신문의	칼럼니스트이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라!	너는	훌륭하고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해설	 	①	주역을	얻지	못했으므로	as	if	가정법	과거로	did가	적절하다.		 	

②	주어로	쓰인	동명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③	wanted의	목적어로	쓰인	부

정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내가	실망을	느끼는’	것이므로	과거분사가	적

절하게	쓰였다.	⑤	kept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로	어법상	적절하다.

25
해석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던	여우가	나무꾼을	보고는	숨을	곳을	찾아	달라

고	부탁했다.	나무꾼은	그의	오두막에	여우를	숨게	했다.	얼마	후	사냥꾼

들이	도착해서	나무꾼에게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말

로는	여우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손짓으로	여우가	숨어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그의	손짓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의	말을	믿었다.	그들이	가고난	후,	여우는	아무	말	없이	오두막에서	나왔

다.	구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꾼이	여우를	

꾸짖자	여우는	‘손짓이	말과	일치했더라면	고맙겠죠.’라고	대답했다.

해설	 	⑤	일종의	혼합	가정법으로	고마워하는	시점보다	앞	선	시점에	대

한	가정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had	agreed)가	적절하다.		 	

①	asked의	목적격보어로	쓰였다.	②	asked의	목적절을	이끄는	if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대답하는	시점(과거)보다	앞	선	시점이므로	과거완료로	쓴	것

은	어법상	적절하다.	④	indicated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으로	‘의문

사+주어+동사’의	어순은	어법상	적절하다.

01
해석	 	어떠한	체계도	다른	체계보다	우수하지	않다.

해설	 	‘부정주어	~	비교급	than’으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02
해석	 	그러나	장차	여러분의	상사가	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일을	시

작하기를	강력히	원한다면,	그것은	귀중한	정보이다.

해설	 	as	~	as	possible	=	as	~	as	one	can:	가능한	한	~하게

03
해석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어.

해설	 	비교급	~	than

04
해석	 	아마도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값싼	방법은	버스로	여행하는	것일	것이다.

해설	 	the+최상급

05
해석	 	당신의	애완동물의	사료	제공	계획은	출발	서너	시간	전	간단한	먹이를	주

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해설	 	‘prior	to(~에	앞서)’로	라틴	비교이다.

06
해석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섰고	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해설	 	as	원급	as

07
해석	 	2013년과	2015년	모두,	‘줄거리’의	비율은	네	가지	주요	요인들	중	가장	높

았다.

해설	 	the	최상급+(명사+)	of+복수	명사:	~중에서	가장	~한[하게]

08
해석	 	그녀는	뚱뚱하다기	보다는	덩치가	크다.

해설	 	동일인이나	동일물의	성질을	비교할	때는	항상	‘more+원급’을	사용한다.

09
해석	 	18세에서	24세까지의	사람들은	어떤	다른	연령층보다도	휴대폰	통화를	많

이	한다.

해설	 	‘긍정주어	~	비교급	than	any	other+단수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10
해석	 	그러므로	가정주부의	일이	직장여성들의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마라.

해설	 	less	원급	than

11
해석	 	아마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지진에	대해	전만큼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설	 	not	as[so]	~	as	…	=	less	~	than	…:	…만큼	~하지	않은[않게]:	열등

비교

CHAPTER 1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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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여러분이	적어도	10일	전에	취소한다면	우리는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해설	 	at	least:	적어도.	the없이	그	자체로	비교	대상	없이	최상급으로	쓰임(절대	

최상급)
13
해석	 	스페인어	원어민	수는	영어	원어민	수보다	더	적다.

해설	 	비교대상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14
해석	 	작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해설	 	비교의	대상	없이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절대비교이다.

15
해석	 	당신의	기억력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해설	 	긍정	주어	~	비교급	than	all	(the	other)+복수명사	~:	최상급

16
해석	 	그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워.

해설	 	the	최상급+(명사+)	in	단수	명사(장소/단체):	~에서	가장	~한[하게]

17
해석	 	축구만큼	사내아이들을	매료시키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다.

해설	 	‘부정	주어	~	so	원급	as	~’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18
해석	 	당신이	듣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메모를	많이	

해라.

해설	 	as	원급	as

19
해석	 	TV는	뉴스에	접근한	가장	인기가	있는	방법이었다.

해설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the를	붙인다.

20
해석	 	그는	다른	어떤	선수보다	경기를	더	잘	하며	더	빠르게	달리고	더	강한	슈팅

을	한다.

해설	 	‘긍정	주어	~	비교급	than	all	the	other+복수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21
해석	 	아주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해설	 	a	most	=	a	very,	at	most:	많아야

22
해석	 	최초의	IMAX	시스템은	1971년	캐나다의	토론토에	설치되어	전형적인	영

화의	그것보다	훨씬	큰	크기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해설	 	비교대상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23
해석	 	만약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다면,	대부분의	당신의	부품들은	아주	잘	작

동한다.

해설	 	보통	부사의	최상급에는	the를	붙이지	않는다.

24
해석	 	시험	후의	휴가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해설	 	‘부정	주어	~	as	원급	as	~’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25
해석	 	포유류는	다른	동물군에	비해	색이	덜	화려한	경향이	있다.

해설	 	less	원급	than

26
해석	 	그룹	경계가	형성되었던	것만큼	빠르게	사라져	갔다.

해설	 	as	원급	as

27
해석	 	교복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멋졌다.

해설	 	비교급	~	than

28
해석	 	액션과	어드밴처	장르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	인기가	많다.

해설	 	긍정주어	~	비교급	than	any+단수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Action	and	adventure는	하나의	장르를	말하는	것으로	단수	취급한다는	

것에	주의한다.

01
해석	 	사실,	검은색은	흰색보다	두	배	무겁게	인식된다.

해설	 	배수사+as	원급	as:	~만큼의	몇	배	~한

02
해석	 	그래서	그	바람은	산을	타고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건조해진다.

해설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

03
해석	 	그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

해설	 	‘as	~	as	any	단수	명사	~’로	최상급을	나타낸다.

04
해석	 	이	팀에서	Ruth는	야구를	해	온	최고의	타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설	 	one	of	the	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들	중	하나

05
해석	 	여러분이	미리	땀을	뺄수록(고생할수록),	일단	무대	위에	올라가면	땀을	덜	

빼게(덜	힘들게)	될	것이다.

해설	 	the	비교급+주어+동사,	the	비교급+주어+동사:	~하면	할수록	더욱더	…

하다

06
해석	 	동물이야기	장르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기	순위를	차지

했다.

해설	 	서수사+최상급:	~번째로	가장	…한

07
해석	 	이	사전이	둘	중에서	더	낫다.

해설	 	둘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급을	써야	하고	of	the	two가	있어서	비교급	

better	앞에	the가	붙어야	한다.

08
해석	 	toothfish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은	아닐	수	있다.

해설	 	최상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뒤에	현재완료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never와는	쓰이지	않는다.	(못	본	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09
해석	 	그리고	그들은	야구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저를	훨씬	더	필요로	합

니다.

해설	 	비교급은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	등으로	수식한다.

10
해석	 	가장	큰	것도	육	인치를	넘지	않는다.

해설	 	no	more	than	=	only:	겨우,	단지

11
해석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보다	훌륭한	시인은	없다.

해설	 	as	~	as	ever+과거동사:	지금까지의	어느	것[누구]	못지않게	~한

29
해석	 	그는	나보다	더	예의바르다.

해설	 	비교대상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의	예의와	나의	예의를	비교

해야	한다.

01 heavy 02 drier and drier 03 `man       04 batters

05 the less 06 second 07 the better 08 ever 

09 a lot  10 no 11 ever 12 not more than

13 much 14 by far 15 more 16 less 17 than 

18 elder 19 The best 20 last 21 less → the less 

22 very best → the very best 

23 very → even, much, far, a lot, 또는 still 

24 much and much → more and more 

25 as twice much as → twice as much as

Practice 2
✽176~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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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의무는,	보통	사흘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오래	머물러서	주인의	환대

를	악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었다.

해설	 	not	more	than	=	at	most:	많아야

13
해석	 	그의	계획은	야심	차다기보다는	평범하다.

해설	 	not	so	much	A	as	B:	A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

14
해석	 	이	이유들	중	마지막	이유가	단연코	가장	중요하다.

해설	 	by	far로	최상급	the	most	important를	수식해야	한다.

15
해석	 	그가	성직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같이	나도	적합하지	않다.

해설	 	A	is	not	B	any	more	than	C	is	D	=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16
해석	 	뇌는	몸무게의	2 퍼센트만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에너지의	20	퍼센트를	사

용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그	비율은	65	퍼센트에	달한다.

해설	 	no	less	than	=	as	many[much]	as:	~만큼이나

17
해석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다.

해설	 	no	less	~	than	…	=	as	~	as	…:	…만큼	~인

18
해석	 	위로	누나가	둘	있어요.

해설	 	형제자매	관계에는	elder가	쓰인다.

19
해석	 	인생에서	최상의	것도	지나치면	그리	좋지	않다.

해설	 	최상급이	양보의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20
해석	 	그는	내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해설	 	‘the	last+명사’가	‘결코	~하지	않을’이라는	부정의	뜻을	갖는	경우도	있다.

21
해석	 	게다가,	그	친한	친구들이	서로	알았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언덕은	덜	가파르게	보였다.

해설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다)’	구문이다.

22
해석	 	이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해설	 	the	very로	최상급	best를	강조한다.

23
해석	 	관객이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서는	집중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해설	 	비교급의	수식은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	등으로	한다.

24
해석	 	임원들은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해설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25
해석	 	미국은	국제	관광에	러시아보다	두	배	더	많이	돈을	소비했다.

해설	 	배수사+as	원급	as:	~만큼의	몇	배	~한

01	
해석	 	2012년에	6~8세	연령대의	아이들의	비율은	15~17세	연령대의	아이들의	

비율의	두	배였다.

해설	 	배수사+as	원급	as:	~만큼의	몇	배	~한

02
해석	 	학생들은	더	많이	읽도록	장려된다.

해설	 	farther,	farthest:	[거리]	먼,	멀리,	further,	furthest:	[거리,	정도]	먼,	멀

리,	더욱이

03
해석	 	저희에게	고객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설	 	‘부정주어	~	비교급	than	~’으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04
해석	 	오,	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군.

해설	 	최상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뒤에	현재완료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never와는	쓰이지	않는다.	(못	본	것을	비교할	수	없음.)

05
해석	 	까마귀들은	닭과	같은	다른	새들과	비교하여	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해설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따라	올	경우에는	much	대신에	many를	사용하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06
해석	 	이미지가	말보다	뇌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해설	 	비교급의	강조는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	등으로	한다.

07
해석	 	그	브랜드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회	집단의	인정받는	한	명

의	구성원이	어떤	광고보다	항상	훨씬	더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해설	 	‘긍정주어	~	비교급	than	any+단수명사’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08
해석	 	기대감이	더	높아질수록	만족감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해설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다

09
해석	 	Jack	London은	“개에게	뼈를	주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당신이	개만큼	배

가	고플	때	개와	함께	나누는	그	뼈가	자선이다.”라고	했다.

해설	 	as	원급	as

10
해석	 	문자	채팅은	수고와	집중을	덜	필요로	했고	음성	채팅보다	더	재미있었다.

해설	 	‘more	~	than’의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11
해석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거나	느끼려고	애쓰는	데	관심이	

없다.

해설	 	superior	to:	라틴	비교급

12
해석	 	빛은	신선한	공기	못지않게	건강에	필요하다.

해설	 	A	is	no	less	B	than	C	is	D:	C가	D인	것과	마찬가지로(못지않게)	A가	B

이다

13
해석	 	만약	환자들이	7~8시간보다	적게	잠을	잔다면	Aronne	박사는	최신	식이

요법이나	약보다는	더	많은	잠을	자라고	처방할	지도	모른다.

해설	 	latest:	시간상	‘늦은’	것	(그래서	‘최신의’라는	뜻임.)	last:	순서상	‘늦은’	것	

(그래서	‘마지막의’라는	뜻임.)

14
해석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해설	 	the+서수+최상급+단수	명사:	~번째로	…한[하게]

Unit Test
01 large 02 further 03 `than 04 ever 05 many 

06 much 07 advertisement 08 The higher   

09 hungry     10 than 11 to 12 less 13 latest              

14 second 15 more and more depressed 16 `�most

17 that of Calcutta 18`�the better  19 `�more 

20 male respondents → that of male respondents 

21 as → than 22 very → much 23 than → as 

✽179~182쪽

24 oldest in → eldest of 25 than → as 

26 longer three times → three times longer 

27 less → the less 28 greater → greatest   

29 ①       30 ② 3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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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석	 	그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해설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more+원급’으로	쓰는	비교급의	

경우	‘more	and	more+원급’으로	나타낸다.
16
해석	 	제시된	그	모든	얼굴	중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정된	이미지를	가장	자

주	선택했다.

해설	 	the	최상급	of	all	the+복수명사	~.	Of	all	the	faces	on	offer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간	형태이다.
17
해석	 	1991년의	뉴욕의	인구는	캘커타의	인구보다	많았다.

해설	 	비교대상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석	 	그는	자기	딸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녀를	사랑한다.

해설	 	원인이나	이유를	표시하는	부사구	또는	부사절을	동반하는	경우	비교급	앞

에	the를	사용한다.
19
해석	 	토마토가	과일이	아닌	것은	수박이	과일이	아닌	것과	같다.

해설	 	A	is	no	more	B	than	C	is	D	=	A	is	not	B	any	more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B	=	D일	때	D	생략	가능)

20
해석	 	건강	과학	발명	분야에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2

배만큼	높았다.

해설	 	비교대상은	문법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21
해석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낮다.

해설	 	less	원급	than:	~보다	덜	~한[하게]:	열등비교

22
해석	 	학교	도서관에서	소리에	대한	염려는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하고	복

잡하다.

해설	 	비교급의	강조는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	등으로	한다.

23
해석	 	기억하라,	어떤	것도	연습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당신에게는	또한	휴식도	필

요하다.

해설	 	‘부정	주어	~	as[so]	원급	as	~’으로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24
해석	 	그녀는	세	자매	중	첫째	딸이었다.

해설	 	자매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elder,	‘the	최상급+(명사+)	of+복수	명사:	

~중에서	가장	~한[하게]’이므로	of가	적절하다.
25
해석	 	사람의	가치는	그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있다.

해설	 	not	so	much	A	as	B:	=	not	A	so	much	as	B	=	rather	B	than	A:	A	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B

26
해석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세	배	이상	일을	한다.

해설	 	배수사+비교급+than:	~배만큼	…한[하게],	~배	더	…한[하게]

27
해석	 	우리가	더	적은	연료를	수입해야	할수록	더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

된다.

해설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다

28
해석	 	가장	훌륭한	테니스	선수라도	때때로	이기지	못한다.

해설	 	최상급으로	양보의	뜻을	갖도록	해야	한다.

29
해석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의	한	사람인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썼다.	‘제	6번	

교향곡’은	전원과	전원생활에	관한	음악이기	때문에	‘전원	교향곡’이라고	불

리운다.	베토벤은	자신이	들은	소리를	단지	모방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소리를	그의	음악에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였다.	그

의	음악은	우리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과	시끄러운	폭풍우와	그	

폭풍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해	준다.	베토벤	시대에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의	생활은	아주	달랐다.

해설	 	①	one	of	the	최상급+복수	명사:	가장	~한	것들	중	하나	

	 	②	교향곡이	불리우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어법상	적절하게	쓰였다.	③	이유

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becaus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부사적	용법

의	‘목적’으로	쓰인	to부정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핵심	주어가	People’s	

lives이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30
해석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고래들은	가족	집단으로	계속	함께	지낸다.	그들은	함

께	살며	함께	사냥한다.	함께	사냥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때때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

해	큰	그룹으로	퍼져서	다닌다.	그들은	물고기들을	얕은	바다나	해변	쪽으

로	몰아가는데	그곳에서는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	없다.	강한	지느러미	발을	

사용해서	그들은	해변으로	올라가	원하는	만큼	많은	물고기를	먹는다.

해설	 	②	비교급의	강조는	very가	아니라	even,	much,	far,	by	far,	a	lot,	still	등

으로	한다.		

	 	①	전치사+동명사	③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④	이어지는	절

이	완전하므로	관계부사	where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as+원급+as
31
해석	 	salmonberry는	연어살색이나	붉은	색을	띠는	raspberry	모양의	과일이

다.	이것은	Pacific	Northwest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salmonberry	잎

은	종종	나비	모양이거나	남성의	콧수염처럼	보인다.	잎과	꽃은	초봄에	나

와	이른	봄을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salmonberry도	가시는	있지만,	black-

berry나	raspberry	가시보다는	훨씬	작다.	salmonberry	열매는	익은	정도

에	따라	약간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다.	도보	여행자들은	이것을	종종	먹어	

보기도	한다.	salmonberry는	주로	작은	농장	판매대나	시장에서	판매된다.

해설	 	⑤	비교의	대상은	어법상	같은	것이어야	하므로	those	of	the	blackberry

가	되어야	한다.

	 	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The	salmonberry를	수식하고	있다.	

②	look+형용사,	look	like+명사	③	분사구문을	이끌고	있는	현재분사이다.	

④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는	much는	어법상	적절하다.

01
해석	 	손가락은	놀라울	만큼	길며,	눈은	크다.

해설	 	부사	amazingly가	형용사	long을	수식하도록	해야	한다.

02
해석	 	잘	디자인된	차는	충돌	후에	끔찍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더	안

전하다.

해설	 	보어로	형용사	terrible이	나와야	한다.

03
해석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해설	 	-thing,	-body	등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CHAPTER 12 형용사, 부사

01 amazingly 02 terrible 03 `nothing wrong 

04 Drunken 05 alike 06 regular 07 many 08 a few 

09 ironically  10 information most likely 

11 The young 12 People living 13 deal 

14  a little 15 rain, wheat  16 확실한 17 아픈 

18 있는 19 현재의 20 happy → happily 

21 interestingly → interesting 22 content → satisfied 

23 `men → man 또는 Many a → Many 24 poor → the poor 

25 little → few

✽187~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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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석	 	술	취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해설	 	drunk는	서술용법에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05
해석	 	남성	여성	똑같이	우리의	대부분은	결혼을	좋아한다.

해설	 	alike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없고,	like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동명

사가	있어야	한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alike가	맞다.

06
해석	 	한국에서	이것은	통상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간식거리

이다.

해설	 	형용사	regular가	명사	food를	수식하게	해야	한다.

07
해석	 	그	다음에	그녀는	그것들을	캘리포니아	근처	여러	곳에	놓아두었다.

해설	 	many는	수를	나타내며	much는	양을	나타낸다.	many	다음에는	복수	명사

가,	mu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08
해석	 	며칠	뒤에	그	사자는	회복되었다.

해설	 	뒤에	days라는	복수	명사가	나오므로	a	few가	적절하다.	a	little	뒤에는	단

수	명사가	온다.
09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알프스	산맥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희

생되어가고	있다.

해설	 	ironical이라는	형용사가	올	경우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해야	하

는데	그	역할이	없다.	부사	ironically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0
해석	 	당신의	기억은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주고자	한다.

해설	 	information	뒤에	that	is가	생략되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형

태이다.
11
해석	 	잡지	안에	있는	옷을	사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유행의	희생자들이다.

해설	 	the+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the	young:	the	young	people

12
해석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공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그것들을	사용한다.

해설	 	형용사가	다른	어구와	결합되어	길어져서	뒤에서	수식한다.

13
해석	 	더군다나	그	안에는	상당한	양의	섬유소가	들어있다.

해설	 	a	(good[great,	large])	number	of+복수	명사:	수를	나타냄.	

	 a	(good[great])	deal	of+단수	명사:	양을	나타냄

14
해석	 	지금	돈을	약간	모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백만장자가	아니다.

해설	 	(a)	few+복수	명사,	(a)	little+단수	명사

15
해석	 	수년간	비가	많이	왔고	밀	수확도	풍성했다.

해설	 	plenty	of,	lots	of+복수	또는	단수	명사.	rain과	wheat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므로	단수가	되어야	한다.
16
해석	 	저는	돈을	아낄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해설	 	certain은	한정용법으로	쓰일	경우	‘어떤’이라는	뜻을	갖지만,	서술용법으로	

쓰일	경우	‘확실한’이라는	뜻을	갖는다.
17
해석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이가	몹시	아파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설	 	ill은	한정용법으로	쓰일	경우	‘나쁜’이라는	뜻을	갖지만,	서술용법으로	쓰일	

경우	‘아픈’이라는	뜻을	갖는다.
18
해석	 	팔에	몇몇	큰	깃털이	있었다.

해설	 	present는	서술용법으로	쓰일	경우	‘참석한,	있는’이라는	뜻을	갖는다.

19
해석	 	이는	그들의	현재	분야에서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해설	 	present는	한정용법으로	쓰일	경우	‘현재의’라는	뜻을	갖는다.	

20
해석	 	예외	없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해설	 	happily가	동사	live를	수식해야	한다.

21
해석	 	관심이	다른	친구들을	갖는	것은	삶을	흥미롭게	한다.

해설	 	동사	keeps의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interesting이	나와야	한다.

22
해석	 	그	일은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고	나는	만족했다.

해설	 	content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는	sat-

isfied가	적절하다.
23
해석	 	더러운	코트를	입고	있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해설	 	many+복수	명사,	many	a+단수명사

24
해석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설	 	the+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the	poor:	poor	people

25
해석	 	사냥꾼은	사납고	훈련이	형편없이	된	사냥개	몇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설	 	(a)	few+복수	명사,	(a)	little+단수	명사.	little을	‘작은’이라는	뜻의	형용사

로	보더라도	뒤에	복수	명사(dogs)가	나오므로	어색하다.

01
해석	 	학생들은	그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해설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	온다.

02
해석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을	검토해	본다.

해설	 	단수	명사	decision이	이어지므로	every가	맞다.

03
해석	 	어떤	영리한	협상가라도	재빨리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늦은	마감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해설	 	긍정문이지만	‘어떤	~라도’의	뜻으로	쓰인	any가	적절하다.

04
해석	 	수백	편의	항공기들이	결항되었다.

해설	 	hundred가	막연한	수를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쓰인다.

05
해석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해설	 	부사	hardly가	able을	수식하도록	해야	한다.	hard는	본	문장에서	형용사

나	부사로서의	그	역할이	없다.
06
해석	 	옥수수	연료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생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해설	 	costly는	명사	cost에	l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된	어휘이다.

07
해석	 	상자에	붙은	설명서가	몹시	혼란스럽다.

해설	 	원칙적으로	very는	현재분사를	수식하고	much는	과거분사를	수식한다.

08
해석	 	그러나	최근에	나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해설	 	late:	늦게,	lately:	최근에

01 interesting enough 02 every 03 `Any       04 Hundreds

05 hardly 06 costly 07 very 08 lately 

09 week → weeks  10 Most → Almost 

11 ago → before 12 so → such

13 near → nearly 14 match seldom → seldom match 

15 any → some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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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석	 	그의	가장	유명한	책들은	‘1984’와	‘동물농장’이다.

해설	 	부사	almost가	아니라	famous를	수식하는	형용사	most가	나와야	한다.

02	
해석	 	우리는	동물들을	지켜봄으로서	날씨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다.

해설	 	alike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목적어가	없다.	what이	like의	목적어로	

목적어가	있으므로	like가	적절하다.
03	
해석	 	양	팀	간의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해설	 	so,	as,	too,	how+형용사+a(an)+명사;	such,	what,	quite,	

rather+a(an)+형용사+명사
04	
해석	 	중국어는	목록에서	2위로	11억	명의	총사용자가	있다.

해설	 	million이	숫자와	함께	쓰이면	단수로	나타내고,	막연한	수를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쓰인다.
05	
해석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실패가	있게	마련이다.	(직역:	컵과	입술	사이

에	많은	미끄러짐이	있다.)

해설	 	many+복수	명사,	many	a+단수명사

06	
해석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09
해석	 	매	격주	화요일에	신발은	수거될	것입니다.

해설	 	every는	다음에	숫자(기수)와	함께	쓰일	때만	복수	명사와	쓴다.

10
해석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해설	 	형용사	most가	아니라	부사	almost가	나와야	한다.

11
해석	 	각자는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전에	그	고민을	털어	놓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서로에게조차	비밀로	해왔다.

해설	 	과거	기준으로	‘그	때보다	그	이전’의	뜻이므로	before가	적절하다.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전’의	뜻이고	과거시제와	함께	쓰인다.
12
해석	 	그것이	스토리텔링이	그토록	설득력	있는	수단인	한	가지	이유이다.

해설	 	so+형용사+a(an)+명사	=	such+a(an)+형용사+명사

13
해석	 	왼쪽	엔진은	동력을	잃기	시작하고	오른쪽	엔진은	이제	거의	멈췄다.

해설	 	near:	가까이,	nearly:	거의

14
해석	 	이	문자들은	소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해설	 	seldom과	같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나온다.

15
해석	 	다른	때에는,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희생을	수반한다.

해설	 	긍정문이므로	any를	some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설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	온다.

07	
해석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	떠돌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확실

한	방법이다.

해설	 	형용사가	다른	어구와	결합되어	길어질	경우	뒤에서	수식한다.

08	
해석	 	그는	Vasanth에게	매일	신문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에	관

해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라고	조언했다.

해설	 	the+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the	poor:	poor	people

09	
해석	 	그것들은	뒤	범퍼의	6.5피트	이내에	있는	물체에	부딪쳤다가	돌아온다.

해설	 	any가	긍정문에서	‘어떤	~라도’의	뜻으로	쓰였다.

10	
해석	 	지금	가능한	한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당신이	작성할	회신용	

카드를	보냈습니다.

해설	 	목적	보어가	나와야	하므로	형용사	easy가	적절하다.

11	
해석	 	약	30년	전에는	전화가	있는	집은	많지	않았다.

해설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전’의	뜻이므로	ago가	적절하다.

12	
해석	 	저는	그가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설	 	deep:	깊게,	deeply:	매우,	(‘대단히·몹시’의	뜻으로)	깊이,	철저하게

13	
해석	 	몇	달	이내에	그는	빚에서	벗어났고	다시	돈을	벌게	되었다.

해설	 	(a)	few+복수	명사,	(a)	little+단수	명사

14	
해석	 	아이들이	공룡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공룡이	크고,	오늘날	살아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해설	 	live는	한정적으로만	쓰이고	alive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이다.		

anything	뒤에	‘which[that]	is’가	생략된	형태이다.

15	
해석	 	뮤지컬에는	많은	중요한	배역들이	있었다.

해설	 	a	(good[great])	number	of+단수	명사	=	many

16	
해석	 	저는	당신에게	새끼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겠습

니다.

해설	 	동사	keeps의	보어가	나와야	하므로	형용사	safe가	적절하다.

17	
해석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초인종이	울렸다.

해설	 	scarcely는	‘거의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scarce:	(음식물·돈·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적은,	결핍한

18	
해석	 	지난주	그녀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듯	보였다.

해설	 	very는	원급을	수식하고	much는	비교급,	최상급을	수식한다.

19	
해석	 	그리하여	여신은	고양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꾸어	주었다.

해설	 	woman을	수식할	수	있는	love의	형용사형인	lovely가	가장	어울린다.

20	
해석	 	그러나	화석연료에	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

히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설	 	is의	보어로	cost의	형용사형인	costly(값이	비싼)가	가장	어울린다.

21	
해석	 	위	도표는	18세부터	34세까지	사용자의	다섯	가지	다른	기기를	이용한	

주간	평균	비디오	시청	시간을	보여	준다.

해설	 	부사,	형용사	및	명사로	쓰이는	weekly(매주의,	주간의,	매주,	1주	1회,	주간

지[신문,	잡지],	주보)가	가장	어울린다.

22	
해석	 	Robert는	건축가가	질서	정연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존경한다.

해설	 	proces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order+ly’인	orderly가	가장	적절하다.	

Unit Test
01 most 02 like 03 `too big a gap 04 million

05 slip 06 hard enough 07 ideas floating 

08 the poor 09 any      10 easy 11 ago 12 deeply 

13 a few       14 alive 15 roles 16 `�safe 17 scarcely

18 `�very 19 `�lovely 20 costly 21 weekly 22 orderly

23 enough barely → barely enough 24 All → Every 

25 brave → the brave 

26 so a great → such a great 또는 so a great → so great a 

27 difficultly → difficult 28 high → highly     29 a few → a little 

30 ② 31 ① 32 ① 3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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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대부분의	의류	작업자들은	간신히	생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해설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	온다.

24
해석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드는	온갖	사건들은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해설	 	all은	복수와	함께	쓰이고	every는	단수와	함께	쓰이므로	All을	Every로	바

꾸어야	한다.
25
해석	 	하늘(행운)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해설	 	the+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26
해석	 	그는	노예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자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

했다.

해설	 	so+형용사+a(an)+명사	=	such+a(an)+형용사+명사

27
해석	 	그는	그것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임을	알았다.

해설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difficult가	나와야	한다.

28
해석	 	여행은	당신과	당신의	애완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다.

해설	 	‘매우’의	뜻을	가진	highly가	적절하다.	high:	높이,	highly:	매우

29
해석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서	그는	결국	몇	번	넘어졌다.

해설	 	a	little이	‘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	그	의미는	‘조금,	약간’이다.

30
해석	 	어떤	성분의	가장	작은	조각은	원자라고	불린다.	모든	성분들은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리로	된	선을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서	각각의	조각을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계속	나누어보자.	결국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조각이	된다.	그래도	여전히	구리	성분은	남아있는	

것이다.

해설	 	②	all은	복수와	함께	쓰이고	every는	단수와	함께	쓰이므로	Every는	All이	

되어야	한다.		

	 	①	원자라고	불리는	것이므로	과거분사는	어법상	적절하다.	③	수동태에서	

구동사는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므로	어법상	적절하다.	④	continue는	to부

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으므로	목적어로	쓰인	to부정사는	어법상	적

절하다.	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31
해석	 	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가능한	한	몸짓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보통	몸짓언어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

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몸짓언어가	있다면	청자는	화자를	몸짓	언어가	

없을	때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①	many는	‘수’에	대하여	사용하고	much는	‘양’에	대하여	사용한다.	몸짓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양’이므로	much가	되어야	한다.		 	

②	빈도부사	usually가	일반동사	앞에	적절히	사용되었다.	③	makes의	목

적격보어로	형용사의	비교급이	사용되었다.	④	‘shows’와	‘thinking	and	

feel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at은	어법상	적절하다.	⑤	body	lan-

guage를	받는	대명사	it은	어법상	적절하다.
32
해석	 	아내와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가게를	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얼마	후	문제가	

생겼다.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오전	11시에	돌아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육

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한밤중에	벌어들였던	추가적인	수익은	그것이	우

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해설	 	①	‘so+형용사+a(an)+명사	=	such+a(an)+형용사+명사’의	어순이므로	

such가	되어야	한다.		

	 	②	money를	수식하는	형용사	good은	어법상	적절하다.	③	형용사	pain-

ful을	수식하는	부사	physically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뒤에	dollars라는	복

수	명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few는	어법상	적절하다.	⑤	weren’t의	보어

로	쓰인	형용사	worth는	어법상	적절하다.

33
해석	 	어린	학생들이	집을	떠나	공부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

다도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

다.	게다가,	대부분의	십대들은	그들의	가족과	떨어져	지낼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외롭고	향수에	젖어,	공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종종	곤경에	처하게	된다.

해설	 	③	enough는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	나오므로	mature	

enough가	되어야	한다.	

	 	①	‘떨어져서’라는	뜻으로	쓰인	부사	away는	어법상	적절하다.	

	 	②	teenagers를	수식하는	형용사	most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many+복

수	명사가,	much+단수	명사	⑤	형용사	feel의	보어로	쓰인	lonely는	어법

상	적절하다.

01
해석	 	물체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는	이	효과

를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멀리	있는	성운들을	가지

고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앞에	나오는	can’t를	받는	can이	적절하다.	여기서	can은	‘can	notice	this	

effect’를	받고	있다.

02
해석	 	비록	나는	부정행위를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정행위

였다.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설	 	내용상	should가	되어야	한다.	should[ought	to]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후회)

03
해석	 	신발을	재판매한	수익금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데	쓰일	것입니다.

해설	 	내용상	to	build가	적절하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04
해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난번에	샀던	바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여	불확실성

을	줄인다.

해설	 	be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므로	did가	적절하다.

05
해석	 	우리의	조상은	그것들로	날것을	잘게	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렸을지도	모

른다.

해설	 	내용상	might가	적절하다.	may[might]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06
해석	 	저희가	젊고	다른	어느	곳으로	갈	돈이	없었을	때,	저희는	거의	매일	그	곳

을	걷곤	했습니다.

해설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would가	적절하다.

07
해석	 	귀하의	추천서가	장학금	위원회로	하여금	저의	가치를	믿어	보도록	설득했

음에	틀림없습니다.	귀하의	도움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

습니다.

해설	 	내용상	must가	적절하다.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

CHAPTER 13 기타

01 can 02 should 03 `to build 04 did 05 might 

06 would 07 must 08 to show 09 used to 10 have

11 are → do 12 would → used to 13 attracting → attract 

14  cannot → should 

✽201~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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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해석	 	그	구절은	흔히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의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해설	 	내용상	to	show가	적절하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09
해석	 	편지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보통의	방법이었다.

해설	 	방법이었다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used	to가	적절하다.

10
해석	 	나는	눈높이에	짠	크래커와	칩이	줄지어	놓여	있는	선반을	가지고	있었다.

해설	 	used	to:	~하곤	했다.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y.

11
해석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과	똑같은	만족감을	무언가를	만드

는	것으로부터	얻는다.

해설	 	get을	대신하는	대동사	do가	나와야	한다.	‘the	same	~	that’	구문이다.	

that이	satisfacti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로	쓰였다.(satisfaction	

that	we	get	from	buying	things)	from	making	things가	that	앞에	나

와	있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2
해석	 	그는	한때	조종사였지만	지금은	사무직에	있다.

해설	 	would는	과거의	동작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상태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

는다.

13
해석	 	깃털은	또한	짝을	유혹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해설	 	내용상	attract가	적절하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14
해석	 	그	부모님은	일주일	넘게	그의	졸업파티를	준비해	왔다.	‘쓸데없는	파티에	

돈을	쓰느니	내	양복이나	사주시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해설	 	내용상	cannot이	아니라	should가	되어야	한다.	should	have	p.p.:	~했

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cannot	have	p.p.:	~했을	리	없다	(강한	부

정의	추측)

04
해석	 	그러나	공룡은	한때	실제로	살았다.

해설	 	강조의	조동사	did가	사용된	형태이다.	live만	쓰려면	lived로	과거형이	되

어야	한다.

05
해석	 	많은	시행착오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독수리	경고음이	독수리에게만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해설	 	‘Only	after	much	trial	and	error’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두었으므로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되어야	한다.

06
해석	 	그녀는	기쁘게	장난감	집으로	들어갔다.

해설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Into	the	playhouse’가	문장	앞으로	나와	강조	되

었으나	주어가	대명사이므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07
해석	 	일방적인	관계가	대개	잘	이루어지지	않듯이	일방적인	대화도	잘	이루어지

지	않는다.

해설	 	neither+(조)동사+주어:	(부정문을	받아서)	~도	또한	그렇지	않다

08
해석	 	이것은	더	많은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도울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해설	 	bring과	병렬로	help가	나와야	한다.

09
해석	 	궁극적으로,	당신의	발전을	결정짓는	것은	그	과정에	당신이	전념하는	것

이다.

해설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를	it	i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한	

것이다.

10
해석	 	그녀는	실수로	나를	수신	제한했다고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알고	있어.

해설	 	on	purpose	=	purposely

11	
해석	 	당신의	몸짓	언어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신이	마음을	끌려

고	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설	 	명사	people을	the	very가	강조해야	한다.

12
해석	 	사실상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실패나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쓸	

것을	요구한다.

해설	 	of	value	=	valuable

13
해석	 	Newton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스펙트럼의	경로에	두	번째	프리즘을	

놓았을	때였다.

해설	 	It	is[was]	~	that	강조	구문

14
해석	 	실험은	사람들이	먼저	먹는	음식을	거의	50%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설	 	food와	they	사이에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주

어진	문장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show	다음에	나오는	목적절을	

이끄는	that과	생략된	that	2개이므로	동사는	3개가	있어야	한다.	show와	

eat의	2개만	있으므로	eating을	eat으로	바꾸어서	동사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15
해석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win-win의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느끼는	경

우는	거의	없다.

해설	 	부정어구	Very	seldom이	문장	앞에	나왔으므로	의문문	형태로	도치가	되

어야	한다.

16
해석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새는	날아가	버렸다.

해설	 	부정어구	Scarcely가	문장	앞에	나왔으므로	의문문	형태로	도치되어야	하

며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	away가	앞으로	나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되어야	한다.

01
해석	 	그의	앞에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다.

해설	 	장소의	부사구(On	the	ground	before	him)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두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02
해석	 	긴급한	전화는	거의	없다.

해설	 	부정어구	Rarely가	문장	앞에	나왔으므로	의문문	형태로	도치가	되어야	

한다.

03
해석	 	도서관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옵니다.

해설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두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01 was a stick 02 are phone calls 

03 `come dozens of students       04 did once live

05 do they 06 she went          07 do one-sided conversations 

08 help 09 it  10 on purpose 11 the very 

12 of valuable → of value  13 what → that 

14 eating → eat 15 avoiders → do avoiders

16 Scarcely I awoke when away the bird flew. 

      → Scarcely did I awake when away flew the bird.         

17 the man was → was the man 18 do → does 

19 nor I have → nor have I

Pract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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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석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했다.

해설	 	The	man	was	poor	when	he	was	young.이라는	문장이	보어가	문장	

앞으로	가서	도치된	것이다.

18
해석	 	변화의	느린	속도는	또한	나쁜	습관을	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해설	 	강조용법으로	쓰인	does이다.	단수	주어인	‘The	slow	pace	of	transfor-

mation’에	맞추어	단수	형태가	되어야	한다.

19
해석	 	나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왜	말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해설	 	nor+(조)동사+주어:	(부정문을	받아서)	~도	또한	그렇지	않다

09
해석	 	온라인	평가는	사업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해설	 	‘of+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of	high	importance	=	very	important

10
해석	 	그는	포기하고	전문가를	부르기로	결심한다.

해설	 	gives	up과	병렬로	연결	되어야	하므로	decides가	적절하다.

11
해설	 	must	have	p.p.:	~했음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

12
해설	 	need	not	have	p.p.: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했다)	(후회)

13
해설	 	cannot	have	p.p.:	~했을	리	없다	(강한	부정의	추측)

14
해석	 	최근에서야	인간은	이	‘그림’	메시지를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와	알파벳을	만들어	냈다.

해설	 	‘Only	recently’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에	두었으므로	의문문	형식으로	

도치되어야	한다.

15
해석	 	바로	식물들의	부동성(不動性)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그것들로	하여금	화학	

물질을	만들도록	한다.

해설	 	‘it	is	~	that’	강조	구문이다.	‘this	fact	of	plants’	immobility’를	강조하고	

있다.

16
해석	 	이런	종류의	사회적	증거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기	위해	이용된다.

해설	 	문맥상	mislead가	적절하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

17
해석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화해하고	싶을	경우와	시기를	위해	문(가능성)을	

열어	두어라.

해설	 	thank와	병렬을	이루는	leave로	고쳐야	한다.

18
해석	 	그들은	사회	과학이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종	차

별,	범죄,	가난,	그리고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에도	실패

했다고	주장한다.

해설	 	that	절	내에서	not	only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왔으므로	의문문	형태로	도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9
해석	 	영화	팬들은	그들이	처신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

은	보통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일행과	함께	극장	안으로	들

어오게	되면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일단	영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은	말을	많이	한다.	그들이	극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을	하며	웃는다.	

그들은	영화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아

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영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들	가까이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역시	듣지	못

하게	된다.

해설	 	⑤	neither[nor]+(조)동사+주어:	(부정문을	받아서)	~도	또한	그렇지	않다.	

neither가	나왔으므로	‘can	the	people’로	도치되어야	한다.	 	

	 	①	분류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여야	한다.	②	‘~까지	계속’으로	해석되

므로	until은	적절하다.	③	Some에	이어지는	Others는	어법상	적절하다.	

④	문맥상	부정의	뜻을	갖는	hardly의	쓰임은	적절하다.

20
해석	 	전에는	Silver는	대개	돈이나	보석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Silver는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므로	훨씬	더	가치가	있다.	Silver는	건전지,	로켓트	또는	의

약품에	사용된다.	이것은	치아를	때우거나,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다.	이것은	또한	카메라를	위한	필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Silver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용한	금속	가운데	하나이다.

01
해석	 	내	시야에	눈이	하나	들어왔다.

해설	 	방향의	부사구(Around	into	my	field	of	vision)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

에	두었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02
해석	 	나의	아버지는	음악가로	매우	늦게,	대략	새벽	3시까지	일했다.

해설	 	until은	계속,	by는	완료를	나타낸다.	보통,	해석할	때	‘~까지	계속’으로	해

석	되는	것은	until을	쓰고	아니면	by를	쓴다고	구별한다.

03
해석	 	아기	고양이는	밖으로	나갔다.

해설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out이	문두에	왔으므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04
해석	 	기차는	상품뿐	아니라	승객을	수송하는데도	사용되었다.

해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	get	used	to	~ing	=	get	accustomed	to	

~ing):	~에	익숙하다

05
해석	 	그는	“어리석은	양반아!	당신	자신의	발을	믿고	가게에	있는	신발들을	신어

봤어야지.”라고	말했다.

해설	 	should[ought	to]	have	p.p.: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이다)	

(후회)
06
해석	 	유연성은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	때문에	사라진다.

해설	 	앞에	나오는	disappear를	받는	대동사	does가	적절하다.

07
해석	 	계속하여	하나의	습관을	충분히	오래	들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	습관이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또한	더	쉬워진다.

해설	 	not	only가	문장	앞에	나왔으므로	도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so+(조)동사+주어:	~도	(또한)	그렇다
08
해석	 	그것은	노예가	숲에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자였다.

해설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the	same	lion’을	강조하고	있다.

Unit Test
01 came an eye 02 until 03 `went the baby cat

04 carry 05 should 06 does 

07 does it become, do other things 08 It 09 of     

10 decides 11 must 12 need 13 cannot       

14 humans have → have humans 15 what → that 

16 `�misleading → mislead  17 left → leave

18`�social science has → does social science have 

19 `�⑤ 20 ④ 21 ③ 2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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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Silver가	치아를	때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to	fill로	고쳐야	한다.

	 		①	Silver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였다.	②	even으로	비교급을	강

조하고	있다.	③	대명사	it은	Silver를	가리키고	있다.	⑤	최상급	뒤에	완료형

의	관계대명사	that	절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1
해석	 	내	친구	Martin은	Los	Angeles에	대하여	불평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살았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었

지만,	교통과	높은	물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Martin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학업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직후,	Martin은	Boulder로	이사했다.

해설	 	③	앞에	나온	go를	받는	대동사로	do가	되어야	한다.

	 	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쓰였다.	②	관계부사

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	④	가정법에	쓰인	were는	적절하다.	⑤	finish-

ing과	병렬로	쓰이고	있다.

22
해석	 	과거에는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도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현대의	발명품들

은	이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이	전쟁을	없애거나,	전쟁이	인간을	없앨	것

이다.	현재로는	가장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핵무기이다.	하지만,	우

리가	핵무기를	없애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없애는	데	성공할	때까지	끝나

지	않을	것이다.

해설	 	③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that이나	which로	고쳐야	한다.해석	

	해석	 	①	managed의	목적어로	쓰인	to부정사이다.	②	Either와	함께	쓰인	

상관접속사이다.	④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⑤	our	work를	수

시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