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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01- 01 ★★★★★

about

출제포인트   about은 시험에서 주로 세 가지 의미로 출제되었다. 아래와 같이 about 뒤에 일반 명사가 올 

때와 수사가 올 때, to부정사가 올 때 의미가 서로 다르니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① about + 명사 : ~에 관하여[관한], 에 대하여[대한]

 전치사 about 뒤에 명사가 위치하면 주로 ‘~에 관하여’로 해석한다.

This is a novel about the twists and turns of his political career.
이는 그의 정치인생의 우여곡절에 관한 소설이다.

② about + 숫자 : 대략, 약

 부사 about 뒤에 숫자가 오면 ‘대략, 약’으로 해석한다. 

They kept walking about thirty miles to elude the police.
그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약 30마일을 계속 걸어갔다.

③ be about to R.V : (긍정문에서) 막 ~하려 하다

He was about to leave N.Y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
그는 전학을 위해 막 뉴욕을 떠나려 하는 중이었다. 

0001  Testimony from members of the Crow tribe about the destruction of their 
culture provides an extreme and tragic example of this. (2014년 수능기출)

 • testimony from members : 구성원들로부터 나온 증언

0002  In physics, scientists invent models, or theories, to describe and predict the data 
we observe about the universe. (2013년 수능기출)

 • the data we observe : 우리가 관찰하는 자료들

0003  It gave me great pleasure to think about how my dream would become a reality.

0004  It grows on a tree that reaches a height of about 12 meters and bears shiny dark 
green leaves, which are over 31 centimeters long. (2006년 수능기출)

 • grow on a tree : 나무에서 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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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Recent evidence suggests that the common ancestor of Neanderthals and 
modern people, living about 400,000 years ago, may have already been using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2013년 수능기출)

 • may have already been using : 이미 ~을 사용 중이었을 것이다 

0006  It was a beautiful Friday afternoon and the weekend was about to begin, but 
Rob had a lot on his mind. (2010년 수능기출)

 0001  Crow부족 구성원들로부터 나온 그들 문화의 파멸에 대한 

증언은 이것(this)에 대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0002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관찰한 자료들을 묘사하

거나 예측하기 위해 모형들 또는 이론들을 개발한다.

 0003  내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나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0004  그것은 대략 12미터의 높이에 달하는 나무에서 자라고 길이

가 31센티미터가 넘는 윤이 나고 짙은 초록색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0005  최근의 증거는 약 400,000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의 공동의 조상들이 이미 꽤나 정교한 언어를 사용했을지

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0006  주말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금요일 오후였다. 그러

나 Rob은 고민이 많았다. 

01- 02 ★★★

above

출제포인트   above는 수능에서 주로 ‘~위의, ~위쪽에’의 의미로 출제되었으나, 앞 뒤 의미가 추상적인 경우

에는 ‘~보다 우위의’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above는 ‘~보다 위, ~보다 더 나은’의 의미로 기억해

야 한다.

① above + 위치, 지위 : ~보다 위에[위로], 위(쪽)의 

 above + 수, 나이 : ~보다 많은, ~을 넘는

The missing children were found five miles above the waterfall. 
그 실종된 아이들은 폭포 5마일 위쪽에서 발견되었다.

Children above the age of 10 enjoy free lunch at school.
10세가 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② above + 비교대상 : ~보다 위인, ~보다 우위인 

I rate her above most other players of the same age. 
나는 그녀가 같은 나이의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보다 낫다고 평가한다.

③ above all : 무엇보다도

Above all, I regard a moral life as the most important thing. 
무엇보다도, 나는 도덕적인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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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  The above graph shows the total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per 1,000 people in the EAP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Korea from 1997 to 2007. (2009년 수능기출)

	 • per 1,000 people : 1000명의 인구 당 

0008  Bristlecone pines are unusual trees that grow in the mountain regions of western 
America, sometimes as high as two or more miles above sea level. (2011년 수능기출)

 • as high as two or more miles : 2마일 이상 정도로 높은 

0009  When the plant flowers, it heats its blossoms to above 86°F for as long as four 
days. (2009년 수능기출) 

 • for as long as four days : 4일 정도 오랫동안 

0010  Above all, however, there can be hardly anyone who is not moved by some kind 
of music. (2008년 수능기출)

 • there can be hardly anyone who ~ :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01- 03 ★★★

access

출제포인트   access는 동사와 명사로 쓰이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뒤에 오는 명사의 문맥에 따라 ‘~에 접근하

다’, 또는 ‘~을 이용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원래 ‘이용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나 수능에

서는 ‘접근하다’의 뜻으로 약간 더 많이 출제되었다.

① (동사의) access + 명사 : ~을 이용하다, ~에 접근하다

 access뒤에 주로 ‘장소’관련 표현이 오면 ‘~에 접근하다’의 의미이다. 

You must enter your secret code number so that you can access the computer system.
당신이 그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Thanks to Internet shopping malls, people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on quality goods.
인터넷 쇼핑몰 덕분에 사람들은 좋은 품질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명사의) access to 명사 : 접근, 이용 

In most states, people who have been adopted are not allowed to have access to their 
files. 
대부분의 주에서 입양된 사람들은 그들의 문서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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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Hikers take more risks when they think a rescuer can access them easily.   
(2013년 수능기출) 

 • take more risks :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다 

0012  The actual exploration challenge is the time required to access, produce, and 
deliver oil under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where temperatures in 
January range from -20°C to -35°C. (2014년 수능기출)

 • range from A to B : 범위가 A에서 B에 이르다 

0013  Increasingly,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2013년 수능기출)

 •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 기계들 

0014  This is particularly true among people who might not themselves have access to 
the Internet but hear a piece of news or gossip from the people around them 
who do have access. (2013년 수능기출) 

0015  Thus, while climate change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oil and gas reserves 
and known or potential resources could be affected by new climate conditions, 
since climate change may affect access to these resources. (2013년 수능기출)

 • may not impact these resources : 이러한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0016  Standard English allows access to certain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is the primary reason for teaching it. (2012년 수능기출)

 • the primary reason : 주요한 이유 

 0007  위의 도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자의 총 인원수와 

EAP(경제적 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자 수를 보여준다.

 0008  브리슬콘 소나무는 미국 서부 산간 지역에, 때로는 해수면 

위로 2마일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자라는 특이한 나무이다. 

 0009  그 식물은 꽃을 피울 때 꽃송이에 4일 동안 86℉ 이상의 열

을 가한다. 

 0010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종류의 음악에도 감동받지 않는 사

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0011  등산객들은 안전요원이 자신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위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0012  탐험에서 실제 힘든 문제(challenge)는 영하 20℃에서 영하 

35℃에 이르는 1월의 기온과 같은 극한의 자연 조건에서 오일에 

접근하여, 생산하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0013  점점 더 우리는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러한 

기사들(stories)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0014  이것은 자기 자신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지만 주위의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로부터 소식이나 소문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실이다(해당된다).

 0015  따라서 기후 변화가 이러한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

지만, 기후변화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이

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 저장량, 또는 이미 알려진 자원 또는 잠재된 

자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0016  표준 영어는 확고한 교육적이고 경제적인 기회에 접근하게 

해준다. 그것이 이를(표준 영어를) 가르치는 주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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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4 ★★★

accompany

출제포인트   accompany는 ‘사람’이 뒤에 올 때 ‘동행하다’, 사물이 뒤에 올 때 ‘수반하다, 동반되다’의 뜻인

데 최근에 수능에서는 전자의 뜻만 주로 출제되었지만, 사물과 쓰이는 경우도 보통의 영어지문에서 중요

하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① 사람주어 + accompany + 사람 : 동행하다, 반주를 해주다

 A be accompanied by B의 수동태로 써도 ‘A는 B와 동행하다’의 의미가 된다.

If you accompany your secretary, tell me ahead of time.
만일 당신의 비서를 동행하신다면 저에게 미리 말해주세요.

② 사물주어 + accompany + 사물 : 수반되다, ~이 딸려 있다

The changes in your skin may be accompanied by a food allergy.
당신 피부의 변화는 음식 알레르기에 수반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0017  Leonardo da Vinci once wrote, “If you are alone you are completely yourself, but 
if you are accompanied by a single companion you are half yourself.” (2007년 수능기출) 

0018  When Napoleon invaded Egypt in 1798, Fourier and other scholars accompanied 
the expedition. (2014년 수능기출) 

 • invade Egypt : 이집트를 침략하다 

0019 In this bank, all deposits must be accompanied by a deposit slip.
 • a deposit slip : 예금 입금표 

0020 I find the books which accompany these cartoons very clever and humorous. 

01- 05 ★★★★

account

출제포인트   account는 동사와 명사로 쓰이며, 동사인 경우 ‘설명하다’ ‘~의 원인이 되다’의 뜻이지만, 수능

의 도표 지문에서 account for는 주로 ‘~의 수치를 차지하다’의 뜻으로 쓰였기에 번역에 매우 주의해야 한

다. 또한, 명사인 경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므로 문맥에 맞는 모든 의미를 암기해야 한다. 

① 사람주어 + account for : (~에 대한 까닭·이유를) 설명하다

 동사 account 앞에 사람주어가 오는 경우 주로 ‘~을 설명하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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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e accounted for the incident in front of victims.
경찰은 그 사건에 관해서 피해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다.

② 사물주어 + account for : ~의 비율을 점하다, 차지하다, ~는 ~의 원인이 되다

 ‘A account for B’는 ‘B는 A때문이다’의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He doesn’t realize that his failure accounts for a shortage of information.
그의 실패는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③ 명사의 account : ㉮ 보도, 기사, 이야기 ㉯ 이유, 근거 ㉰ 중요성 ㉱ 계좌, 예금액

The witness gave the police a full account of the incident. 
그 목격자는 경찰에게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 주었다.

I paid the cheque into my savings account. 
나는 그 수표를 내 저축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④ take into account : ~을 고려하다

The council will take into account your proposal for tax relief.
의회는 당신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0021  Our heads do not resemble steam kettles, and our brains involve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than can be accounted for by images taken from nineteenth-
century technology. (2009년 수능기출)

 •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 하나의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 

0022  In fact, people have been using birth order to account for personality factors 
such as an aggressive behavior or a passive temperament. (2009년 수능기출)

 • birth order : (형제나 자매 간의)출생 순서

0023  According to the graphs, the primary source of electricity generation in 
both 1971 and 2007 was coal and peat, accounting for over 40%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2012년 수능기출)

 • electricity generation : 전력 생산 

 0017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혼자 있

을 때 당신은 자신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지만,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반쪽만 갖추게 된다.”

 0018  나폴레옹이 1798년에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Fourier와 다른 

학자들이 그 원정에 동반했다. 

 0019  이 은행에서는 예금할 때 입금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

 0020  나는 이러한 만화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책들이 매우 기발

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0021  우리의 머리는 증기 주전자와 닮지 않았으며, 우리의 두뇌에

는 19세기의 기술로 촬영된 이미지들로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훨

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 있다.

 0022  실제로 사람들은 출생 순서(태어난 순서)를 공격적인 행동 또

는 수동적인 기질과 같은 성격 요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왔다. 

 0023  그래프에 따르면 1971년과 2007년 모두 전력 생산의 주된 

에너지원이 석탄과 토탄이었는데, (그것은) 전체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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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  In 1971, hydro was the second biggest source of electricity generation, but in 
2005, gas was the second biggest, accounting for more than 20%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2012년 수능기출)

 • the second biggest : 두 번째로 가장 큰 

0025  Over the years he wrote a “diary,” actually an occasional record in which he 
kept accounts of his commercial and family life. (2013년 수능기출) 

 • over the years : 수년에 걸쳐서 

0026  Rational models of decision-making suggest that the way to find the best 
product is to take all of this information into account and to carefully analyze 
the different brands on display. (2013년 수능기출) 

 • rational models of decision-making : 의사결정의 합리적 모델(모형)들 

01- 06 ★★

address

출제포인트   address는 ‘주소’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수능에서는 ‘제시하다’ ‘~을 다루다’의 뜻의 동

사로 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다’, 또는 ‘그 문제점을 다루다’의 

상황으로 기억해야 하며, 또한 ‘말, 연설을 하다’의 뜻도 중요하니 같이 기억해야 한다.

① (동사의) address A to B : A를 B에게 보내다, 제출하다, 제시하다

Before addressing your application, be certain if you are qualified or not.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 당신이 지원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동사의) address : 연설(강연)을 하다, ~에게 말을 걸다, (명사)연설

There are a lot of books with many kinds of topics which he addressed. 
그가 연설했던 많은 종류의 주제들이 실려 있는 책들이 많이 있다.

When he addressed me in English. I regretted not having studied English hard.
그가 영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③ (동사의) address + 명사 : ~을 다루다, ~에 대해 고심하다, 대처하다 

We must address the problems with care.
우리는 그 문제들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0027  These are among the basic questions that were addressed at the first world 
meeting on the environment, attended by more than 100 world leaders and 30,000 
other scientists, newspeople, and citizens concerned. (2008년 수능기출)

 • are among the basic questions : 기본적 질문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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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Routine questions and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during regular hours of 
operation. 

0029  Because he was a facile speaker, he never refused a request to address an 
organization. 

 • a facile speaker : 유창한 연사 

0030  Today the languag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ddress this problem primarily 
with efforts to teach “foreign” languages to monolingual Americans. (2006년 수능기출)

 • address this problem : 이 문제를 다루다, 이 문제에 대처하다 

 0024  1971년에 수력은 두 번째로 큰 전력 생산 에너지원이었지

만, 2007년에는 가스가 두 번째로 큰 에너지원이었고, (그것은) 전

체 전력 생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0025  여러 해에 걸쳐서 그는 “일기”를 썼는데, 실제로는 그의 상업

적인 삶과 가정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기록한 것이었다.

 0026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최고의 제품을 찾는 방법이란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전시된 각기 다른 브랜드들을 조심스럽게 분석하

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0027  이것은 100명 이상의 세계정상들과 3만 명 이상의 관련된 

다른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한 환경에 관한 첫 

번째 세계 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의제들 중 하나이다.

 0028  일상적인 질문들과 관련문제들은 정규 근무시간 동안에 접

수되어야 합니다.

 0029  그는 유창한 연사였기 때문에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설해달

라는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0030  오늘날 미국의 언어 정책은 주로 1개 국어만 사용하는 미국

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

다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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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02 - 01 ★★★

adopt 

출제포인트   adopt는 ‘~을 채택하다’의 뜻으로 주로 출제되었으나 ‘입양하다’의 뜻 역시 중요하다. 반면

에 철자가 비슷한 동사인 adapt는 ‘적응하다, ~을 맞추다’의 뜻이며, adopt 뒤에 사물목적어가 오면 거의  

‘~을 채택하다’, 사람목적어가 오면 거의 ‘~을 입양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adopt + 사물 : ~을 채택하다, ~을 취하다

It is contentious for the government to adopt such a policy.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② adopt + 사람 : ~을 입양하다

Some of the couple who can’t have children of their own decide to adopt a baby.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 중 일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③ adapt : ~을 적용하다, ~에 적용되다

These policies can be adapted to an individual.
이 정책들은 개개인에 맞춰 적용될 수 있다.

0031  For instance, in warmer areas the sandal was, and still is, the most popular form 
of footwear, whereas the modern moccasin derives from the original shoes 
adopted in cold climates by races such as Eskimos and Siberians. (2007년 수능기출)

 • derives from : ~로부터 유래하다 

0032  It parallels advocacy in so far as it tends to involve a process of negotiation, 
but differs in so far as mediation involves adopting a neutral role between two 
opposing parties rather than taking up the case of one party against another. 
(2012년 수능기출)

 • in so far as : ~하는 한, ~하는 한에 있어서는 

0033  Very often, when a society adopts a new food without the food culture 
surrounding it, as happened when corn first came to Europe, Africa, and Asia, 
people get sick. (2009년 수능기출) 

 • as happened when cone first came : 옥수수가 처음 왔을 때 발생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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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Mr. Brown adopted a child who quickly adapted himself to the environment. 
 • adapted himself to the environment : 자기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켰다

0035  Like all other industries, the rose business must adapt to changing conditions in 
the marketplace. (2005년 수능기출)

 • changing conditions : 변화하는 상황들 

 0031  예를 들어,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신발의 형태인데, 반면에 현대의 모

카신은 추운 기후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와 시베리아인과 같은 민족

들이 받아들인(채택한) 초기의 신발에서 유래한 것이다. 

 0032  이것(중재)은 협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는 옹호와 비슷하지만, 소송에서 다른 편에 반대하며 한쪽 편의 입

장에만 서기보다는 오히려 두 반대 입장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

적인 역할을 채택한다(받아들인다)는 점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르다. 

 0033  매우 자주 사회가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음식 문화가 없

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인다면, 옥수수가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

카, 그리고 아시아에 왔을 때처럼 사람들은 병을 앓게 된다. 

 0034  브라운씨는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는 새 환경에 무척 

적응이 빨랐다. 

 0035  다른 모든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장미꽃 업계도 시장의 변화

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02 - 02 ★★★★

affect 

출제포인트   affect는 ‘~에 영향을 미치다’의 동사로 쓰이지만 effect는 ‘영향, 결과, 효과’의 명사뿐 아니라 

‘결과를 초래하다’의 뜻의 동사로도 쓰이는데, 수능에서 effect는 주로 명사로만 출제되었다. 하지만 have 

an effect on은 ‘영향을 미치다’의 뜻이니 기억하자.

① affect + 명사 : ~에 영향을 미치다, ~이 발생하게 하다

Political unrest may well affect every class in a country. 
정치 불안이 어떤 나라의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② have an effect on + 명사 : ~에 영향을 미치다

We know that too much drink has a severe effect on health.
우리는 과음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Further Study

 (동사의) effect + 명사 : (~한 결과를)가져오다, 초래하다, 달성하다

The operation that had taken a long time effected his recovery.
장시간이 걸린 그 수술은 그의 회복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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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A forest fire in Brazil affects the weather in Moscow by creating huge dust 
clouds that eventually float over Russia. (2010년 수능기출)

 • by creating huge dust clouds : 거대한 먼지구름을 만들어 냄으로써 

0037  Many social scientists have believed for some time that birth order directly 
affects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in adult life. (2009년 수능기출)

0038  Some people claim that the precise frequencies affect the overall sound of a 
musical piece and the sound of instruments. (2014년 수능기출)

 • the overall sound : 전반적인 소리 

0039  Anxiety has a damaging effect on mental performance of all kinds. (2013년 수능기출)

 • of all kinds : 모든 종류의 

02 - 03 ★★★★★

allow

출제포인트   allow는 사람, 사물주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또한, allow for

는 ‘~을 참작하다, 고려하다’의 뜻으로 이 의미 역시 2013년 수능에 출제되었으니 별도의 숙어로 기억해

야 한다.

① 사람주어 + allow : 허락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사람주어 뒤의 allow는 주로 ‘~하는 것을 허락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The manager doesn’t allow our singing a song at night in the dormitory.
감독관은 기숙사에서 밤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② 사물주어 + allow :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사물주어 뒤의 allow는 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Their thin legs allow deer to move quickly almost everywhere.
사슴의 가는 다리 때문에 거의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③ allow for : ~을 고려하다, 계산에 넣다, ~을 참작하다

The employees usually allow one hour for taking lunch.
그 직원들은 보통 점심을 먹는 데 대략 한 시간 잡는다. 

0040  After several attacks, the villagers no longer allowed their cattle to wander far, and 
at night they were securely locked into their barns. (2006년 수능기출)

 • wander far : 멀리 돌아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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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This has allowed researchers to describe sperm whale social groups in detail. (2012

년 수능기출)

 • in detail : 상세하게, 자세하게

0042  Trusting people and empowering them also allows you to focus on the things 
you need to accomplish. (2012년 수능기출) 

 • the things you need to accomplish : 당신이 성취할 필요가 있는 것들

0043  In fact, 73 percent of Canadian voters surveyed denied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at their votes had been influenced by physical appearance; only 14 percent 
even allowed for the possibility of such influence. (2013년 수능기출)

 •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 가장 강한 용어(표현)를 써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0036  브라질의 산불은 결국에는 러시아 상공을 떠다니게 되는 

거대한 먼지구름을 만들어내어 모스코바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0037  많은 사회학자들은 한동안 출생 순서가 인격,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취도, 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

어왔다.

 0038  몇몇 사람들은 정확한 진동수가 악곡의 전반적인 소리와 악

기의 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0039  걱정은 모든 종류의 정신적 업무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친다.

 0040  몇 번의 공격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소 떼들을 멀

리 돌아다니게 허락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그 소 떼들은 외양간에 

안전하게 가두어졌다.

 0041  이것은 연구자들이 향유고래 집단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

도록 해준다.

 0042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성

취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당신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0043  실제로 조사된 캐나다 투표권자들의 73퍼센트가 가장 강한 

어조로 자신들의 투표가 외모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했

으며 단지 14퍼센트만 그러한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참작했었다. 

02 - 04 ★★★

amount

출제포인트   amount는 지금까지 명사의 용법으로만 출제되었으나 amount to의 형태로 등장하는 동사의 

의미도 중요하니 기억해야 한다.

① 명사의 amount : 양, 총액, 총계, 합계

This food contains an infinitesimal amount of salt.
이 음식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금만 들어있습니다.

② 동사의 amount to + 명사 : 결과가[금액이] ~ 에 이르다

 동사의 amount를 전치사 to와 함께 쓸 때 to 뒤에는 ‘총계, 결과’의 표현이 온다.

The annual net profit of the company amounts to ten million dollars. 
그 회사의 연간 순익금은 1,0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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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 large(great) amount of + 명사 : 많은 (양의) ~

 이를 a great deal of나 a large quantity of로 바꾸어 쓸 수 있다. 

I didn’t know beforehand that the job required a large amount of business travel.
나는 그 일을 맡으면 많은 양의 출장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0044  Eating fruit peel can also help to decrease the amount of food waste which is a 
cause of pollution. (2007년 수능기출)

 • can help to decrease :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0045 The money that had been raised for 3 days amounted to fifty million won. 

0046 The cost of repairs will amount to more than three hundred dollars.

0047  Of the fiv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onsumed the greatest amount of electricity 
in both 1999 and 2003. (2006년 수능기출)

0048  However, people who say they know where everything is turn out to be using 
a large amount of their mental capacity and creative energies remembering 
where they placed things, rather than doing the job. (2012년 수능기출) 

 • turn out to be using :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다 

02 - 05 ★★★

and

출제포인트   and는 앞 뒤 병치를 이루는 등위접속사로 의미에 맞게 편하게 읽으면 되지만, and가 명령문 뒤

에 올 때에는 다른 의미로 쓰이니 기억해야 한다.

① 명사/형용사/부사/동사 and 명사/형용사/부사/동사 : 그리고, ~와, 그 후에

We need to reduce air pollution indoor and outdoor. 
 우리는 실내와 실외의 공기오염을 줄여야 한다.

We went the long way round so that we got hungry and thirsty too.
우리는 그 먼 길을 가는 바람에 굶주렸고 그리고 목도 말랐다.

② [명령문, 의무표현] + and S+V : ~해라(해야만 한다) 그러면 ~할 것이다.

 반면에 and 자리에 or를 쓰면 ‘그렇지 않으면’의 뜻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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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vacate this office by next week, and I will refund deposits.
다음 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0049  Scientif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often relies on a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that is limited to utility and rationality considerations. (2014년 수능기출)

 • a particular type of knowledge : 특정한 종류의 지식 

0050  Weather patterns, the water supply, and the landscape of a place all affect the 
live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2009년 수능기출)

 • affect the lives of the people :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 

0051  Robots are also not equipped with capabilities like humans to solve problems 
as they arise, and they often collect data that are unhelpful or irrelevant.   
(2010년 수능기출) 

 • are not equipped with : ~이 갖춰져 있지 않다

0052  In the early 1990s Norway introduced a carbon tax on emissions from energy, 
and it did seem to encourage environmental innovation. (2013년 수능기출)

 • it did seem to : ~하는 것 처럼 보였다

0053  New or remodeled hospitals and nursing homes increasingly come equipped 
with healing gardens where patients and staff can get away from barren indoor 
surroundings. (2008년 수능기출)

 • get away from : ~로부터 벗어나다 

 0044  과일 껍질을 먹는 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돕는 것이다.

 0045  3일 동안 모인 돈은 통틀어 5천만 원에 이르렀다.

 0046  수리비 합이 300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다.

 0047  다섯 나라 중 미국은 1999년과 2003년에 가장 많은 양의 전

기를 소비했다. 

 0048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떤 것을 놓았던 장소를 기억

하는 데 많은 정신적 능력과 창의적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0049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종종 유용성과 합리적 고

려에 국한된 특별한 유형의 지식에만 의존한다.

 0050  어떤 장소의 날씨패턴, 물의 공급, 그리고 지형은 모두 그곳

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0051  로봇은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이 인간처럼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종종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0052  1990년대 초반 노르웨이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그리고 그것은 정말 환경적인 혁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0053  새 병원 혹은 개조된 병원과 요양소들은 점차 환자들과 직원

들이 황폐한 실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를 위한 정원을 갖

추어 나가고 있다.



34

0054  But cultures are different, and other people rarely behave or interpret experience 
according to our cultural plan. (2012년 수능기출)

0055 Get out there and start digging, and the benefits multiply. (2008년 수능기출)

02 - 06 ★★★★

appear

출제포인트   appear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부사, 전치사구가 올 때에는 ‘나타나다’, 반면에 뒤에 부정

사나 형용사가 올 때에는 ‘~하게 보이다’의 뜻을 가진다. 따라서 뒤의 오는 형태에 따라 의미를 구분해서 

읽는다. 

① appear + (전치사구, 부사) : 나타나다, 출현하다, 나오다, 보이다

The criminal who had fled to a foreign country appeared suddenly before some reporters.
해외 도피를 해왔던 그 범죄자가 갑자기 일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② appear + (to be) 형용사, 명사 : ~인 것 같다, ~하게 보이다

   appear 뒤에 형용사나 to부정사가 오는 경우 ‘~인 것 같다, ~하게 보이다’의 의미이다. 이를 가주어 It을 사용하여 It 

appears that S + V의 형태로 쓸 수 있다.

This government support appears to have littl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이러한 정부지원도 고용증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It appears that she will be elected to parliament in this general elections.
그녀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 같습니다.

0056  If you connect a primitive digital camera to your PC and aim it at a happy face, 
your computer might perceive the image as it appears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given drawing. (2006년 수능기출)

 • the given drawing : 주어진 그림

0057  One of you can record the theme when it’s first introduced. Then later, 
someone else can record it the second time it appears. (2011년 수능기출)

 • the second time it appears : 이것이 두 번째로 나올 때 

0058  Her students looked at her in surprise. Suddenly, however, delight appeared on 
their faces. (2011년 수능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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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  Although an apple may appear red, its atoms are not themselves red.  
(2008년 수능기출)

0060  In fact, what often appears to be a piece of worthless old junk may very well be 
quite valuable. (2006년 수능기출) 

 • what often appears to be : 종종 ~처럼 보이는 것(들)

 0054  하지만 문화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의 문화적 모형에 맞추어서 행동하거나 경험을 해석하는 일은 거

의 없다.

 0055  그곳에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해 보라. 그러면 이익은 배가

될 것이다.

 0056  초창기의 디지털 카메라를 PC에 연결해 그것을 행복한 얼굴

에 맞추어 보면, 당신의 컴퓨터는 주어진 그림의 오른쪽에 나타나

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0057  너희들 중 한 명이 처음에 주제가 나올 때 그것을 녹음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주제가 두 번째로 나올 때 그것을 녹

음해라.

 0058  그녀의 학생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났다.

 0059  비록 사과는 빨갛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 원자는 

전혀 빨간 색이 아니다.

 0060  사실, 가치 없어 보이는 낡은 쓰레기 조각이 매우 귀중한 것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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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03 - 01 ★★★

apply

출제포인트   apply는 사람이 주어인 경우 ‘지원하다’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는 ‘적용하다, 적용되다’의 뜻으

로 쓰인다. 수능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출제되었다.

① 사람 + apply for[to] : ~에 지원하다, ~을 신청하다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not many people applied for the job.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일에 지원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② 사물 + apply to : ~에 적용되다 (=be applied to)

The new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farming for a long time.
그 신기술은 오랫동안 농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apply + 사물 : ~을 쓰다, ~을 적용하다

 apply가 타동사로, 곧바로 목적어가 오는 경우 use의 의미이다.

One must apply the medicine after carefully reading the directions. 
누구나 용법을 잘 읽어본 후에 그 약품을 써야 합니다.

0061  We have both full-time and part-time positions in a city-based location, close 
to all public transport. To apply, send your application form by December 1, 
2003. (2004년 수능기출)

 • close to all public transport : 모든 대중교통과 가까운 

0062  However, unexpected circumstances came when they tried to apply this approach 
globally. (2013년 수능기출)

0063  All this is part of expected ways of behaving in our social life,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pply in formal institutions governed by hard-and-fast 
rules. (2008년 수능기출)

 • hard-and-fast rule : 엄격한 규칙,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 

0064  Giving people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to use their judgment and apply their 
talents rapidly accelerates progress. (2012년 수능기출)

 •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 자유와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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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2 ★★★

appreciate

출제포인트   appreciate는 크게 ‘고마워하다’ 또는 ‘인정하다, 인식하다, 감상하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둘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의 구조가 아닌 문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해야 한다.

① appreciate : ~을 고마워하다

We really appreciate your providing legal counsel to us when we were in trouble.
저희는 힘들 때 당신이 법률적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② appreciate : ~을 인정하다, 높이 평가하다

We appreciate now that we should modify our current test method.
우리는 현재의 평가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appreciate : ~을 인식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We didn’t fully appreciate that the medicine could lead to many harmful sideaffects.
우리는 그 약이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0065  You mean you want me to return them to the library? Exactly. I’d really appreciate it.

0066  In just the past decade, they have come to appreciate that whatever the factors 
that trigger anxiety, it grows out of a response that is hardwired in our brains. 

 • whatever the factors : 그 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0067  Other people listen for its message, or take an intellectual approach to its form 
and construction, appreciating its formal patterns or originality. (2008년 수능기출)

 • listen for its message : 메시지를 위해 듣다 

0068 It seems that you can’t fully appreciate the foreign literature in translation. 

 0061  전임제와 파트타임 둘 다 가능하며, 근무지는 모든 대중교통

이 가까이 있는 시내에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시면 지원서를 2003

년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0062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다.

 0063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예상된 행동방식의 일부

이지만 우리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공식적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064  그들의 판단력을 사용하고 그들의 재능을 적용할 수 있는 자

유와 융통성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빠르게 발달을 가속화시킨다.

 0065  내가 그 책들을 도서관에 반납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니? 바

로 그거야. (그렇게 해준다면) 난 정말 고마울 거야. 

 0066  과거 10년 동안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이든 불안은 인

간의 두뇌의 이미 고정되어 버린 어떤 반응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0067  다른 사람들은 음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위해 (음악을) 들으

며 또는 음악의 형식과 구조에 지적으로 접근해보기도 하며 그것의 

형식적 패턴이나 독창성을 감상하기도 한다.

 0068  당신은 그 외국 문학을 번역본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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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출제포인트   as well as의 앞 뒤가 동일한 품사로 병치를 이룰 때에는 ‘~뿐 아니라 ~도’의 뜻이지만 병치를 

이루지 않을 때에는 원급비교의 표현으로 ‘~만큼 잘’의 뜻이며, 수능에서는 주로 전자의 경우가 출제되었

다. 또한, as well이 문미에 올 때에는 ‘~도 또한’의 뜻이다.

① (양쪽을 병치하여) A as well as B : B 뿐만 아니라 A도

For children as well as adults,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inform all people that smoking 
is hazardous to health.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줘야 한다.

② (문미의) as well : ~도 또한, ~은 물론 

The civil group plays an active part in compens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as well.
그 시민단체는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0069  Increasingly,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2013년 수능기출)

0070  Such a system would prepare students for employment after high school as well 
as further specialized study at university. (2006년 수능기출)

 • further specialized study : 더 전문화된 공부, 심화된 전공 공부 

0071 When it disappears, a vast number of species disappear as well. (2011년 수능기출)

 • a vast number of species : 엄청 많은 종들 

0072  For example, if they are in a meeting and see others making suggestions, they 
will try to make suggestions as well. (2014년 수능기출)

 • make suggestions : 제안들을 하다

03 - 04 ★★

alone

출제포인트   alone은 ‘혼자, 홀로’의 뜻인데 이것이 명사나 대명사 뒤에 올 때에는 only와 같이 ‘단지 ~만으

로’의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으며 수능에서는 둘 다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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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용사, 부사의) alone : 혼자, 홀로 

Although I was convinced of my innocence, I kept feeling alone. 
비록 나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계속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② (주로 명사 뒤에서) alone : 단지 ~만, ~만으로도 

Because the shoes alone cost $200, I couldn’t buy anything else.
단지 신발만으로도 200달러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살 수 없었다.

0073  Why do some animals live in groups and others live alone? Questions such as 
these are the focus of the study of behavior. (2005년 수능기출)

0074  Not many mathematicians can work alone; they need to talk about what they 
are doing. (2008년 수능기출)

0075  The total number of foreign students attending Korean language programs has 
increased to more than 30,000 in Seoul alone this year from about 4,700 at the 
end of last year. (2005년 수능기출)

 • foreign students attending Korean language programs :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외국 학생들 

0076  He was not alone in describing the depth of despair as the end of history.   
(2014년 수능기출)

 • the depth of despair : 절망의 깊이 

 0069  점점 더 우리는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기기로도 이런 기사

들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0070  그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심화된 전공 공부

뿐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을 준비하게 해줄 것이다. 

 0071  그것이 사라질 때 엄청 많은 생물의 종들 또한 사라지게 된다.

 0072  예를 들어 그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는 경우 그들도 또한 여러 안을 제시할 것이다.

 0073  왜 어떤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고 다른 동물들은 혼자

살까? 이러한 질문들이 행동 연구의 주안점이다. 

 0074  많은 수학자들이 혼자 연구할 수는 없다. 즉 그들은 연구하

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0075  한국어 프로그램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총 숫자는 지난 

해 말에 약 4,700명에서 금년에는 단지 서울에서만 해도 30,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0076  그 사람만 그러한 절망의 깊이를 단지 역사의 종말로만 설명

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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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5 ★★★★★

ask

출제포인트   ask는 ‘질문’ 또는 ‘요구’의 두 가지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래의 ①은 ‘질문하다’의 

표현이며 ②는 ‘요구하다’의 표현으로 ask 뒤에 따라오는 문장형태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 수능에서

는 이 둘 모두 많이 출제된다. 

① ask + 사람 + (about) 사물 / ask if (whether) S + V : 묻다, 질문하다

 ‘질문하다’의 뜻으로 ask가 쓰이는 경우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진 if나 whether가 목적어로 온다. 

Although many people asked me about the accident, there was nothing to tell.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에 대해 나에게 물었지만 말해줄 것이 없었다.

I asked if he could finish some revisions on his book manuscript anytime soon.
나는 그가 원고 수정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② ask A to B / ask that S + (should) R.V / ask (사람) for + 명사 : 요청하다, 요구하다

 ask 다음에 that절이나 to부정사 또는 전치사 for가 올 때 ask는 ‘질문하다’의 뜻이 아니라 ‘요구, 요청하다’의 뜻이다.

He asked me to finish the report by the deadline.
그는 나에게 보고서를 마감시한까지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The employer asked that some workers should take voluntary redundancy.
그 사장은 일부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0077  One Saturday during the summer, I asked my father if he would go down to the 
schoolyard and play basketball with me. (2009년 수능기출)

0078  At that time, the non-swimmer thanked Margo for saving his life, and he asked 
why she had been so insistent about going slowly and quietly. (2007년 수능기출)

 • for saving his life :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해 

0079  I have been asked to assist in creating a committee to improve the Sunshine Charity. 
(2005년 수능기출) 

0080  All these things considered, it might be better to ask for the services of a moving 
company. (2009년 수능기출)

 • All these things considered :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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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6 ★★★

associate

출제포인트   associate는 수능에서 ‘연관, 관련시키다’의 뜻으로 출제되었으나, ‘교제하다, 어울리다’의 뜻

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이니 기억해야 한다.

① associate A with B : A와 B를 연관시키다, A를 보고 B를 연상하다

 수동태의 형태인 be associated with는 ‘~과 연관(관련)되어 있다’의 뜻이다.

I know that the risks are associated with taking drugs.
나는 그러한 위험들이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② associate with + 명사 : ~와 어울리다, 교제하다

 associate가 자동사로 쓰여서 with + 사람명사가 뒤에 오는 경우 ‘~와 어울리다,교제하다’의 뜻이다.

I didn’t associate with others much when I was younger.
나는 더 어렸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았다.

0081  The names of pitches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frequency values.   
(2014년 수능기출)

0082  This process creates an illusion of neutrality and implies a transcendence of the 
pitfalls and inequalities commonly associated with policymaking. (2014년 수능기출)

 • an illusion of neutrality : 중립성에 대한 환상

0083  You had better not associate with dishonest people, for they will do harm to 
you.

 • do harm to : ~에게 피해를 미치다

 0077  어느 여름 토요일에 나는 아버지께 학교 운동장에 가서 나와 

농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다.

 0078  그때 그 수영 못하는 친구가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Margo

에게 감사를 표하고 왜 그리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헤엄치도록 했

는지 물었다. 

 0079  저는 Sunshine 자선 단체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0080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삿짐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을 지도 모른다. 

 0081  음 높이의 명칭은 특정한 진동값과 관련이 있다. 

 0082  이러한 과정은 중립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정책결정

과 흔히 연관되어 있는 함정과 불평등의 초월성을 암시한다.

 0083  너는 부정직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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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7 ★★★

assure

출제포인트   assure는 ‘확신시키다, 보장하다’의 뜻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 

① assure + 재귀대명사 + of / that ~ : ~을 확인하다, 확신시키다

 이를 수동태로 써서 be assured of 또는 be assured that S+V를 써도 ‘~을 확신하다’의 뜻이 된다.

I assure myself that stock prices will go up over the next few months.
나는 다음 몇 달 동안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한다.

② assure + 명사 : ~을 보장하다

 assure 뒤에 사람명사가 아닌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을 보장하다’의 뜻이다.

Our company assure our customers of competitively priced goods. 
우리는 고객들에게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장합니다.

0084  They are very real to him, very important, and, we can assure you, quite harmless. 
(2010년 수능기출)

0085  What its builders had not considered was that the advent of the railroad would 
assure the canal’s instant downfall. (2011년 수능기출)

 • instant downfall : 즉각적인 쇠퇴, 즉각적인 몰락 

03 - 08 ★★★

attend

출제포인트   attend는 수능에서 대부분 ‘참석하다’의 뜻으로 출제되었으나 attend to의 ‘~에 주의를 기울이

다’의 뜻도 영어지문에서 종종 등장하니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① attend + 명사 : ~에 참석·출석하다, ~에 다니다

Those who attended his lecture upon history were almost all collegestudents.
그의 역사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학생들이었다.

② attend to + 명사 : ~에 주의를 기울이다, 돌보다, 다루다

 pay attention to + 명사 역시 ‘~에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attend to before I change my job.
이직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It is natural that doctors attend to the worst injured soldiers first. 
의사들이 가장 심하게 다친 부상병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0086  The total number of foreign students attending Korean language programs has 
increased to more than 30,000 in Seoul alone this year from about 4,700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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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last year. (2005년 수능기출)

0087  These are among the basic questions that were addressed at the first world 
meeting on the environment, attended by more than 100 world leaders and 
30,000 other scientists, newspeople, and citizens concerned. (2008년 수능기출)

 • citizens concerned : 관련된 시민들 

0088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even if you were being pushed around in a 
big noisy crowd, you would pay attention and listen. (2010년 수능기출)

03 - 09 ★★

authority

출제포인트   authority는 추상적 의미로 ‘권위, 권한’의 뜻이며 the authorities로 쓰이면 ‘관계 당국, 관계 기

관’의 뜻으로 쓰인다. 지금까지는 전자의 경우가 출제되었지만 후자의 경우도 중요하니 기억하자. 

① authority : 권한, 직권

 ‘권한, 직권’ 등의 추상적 의미로 쓰일 때 이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

The executive was blamed for using the company’s official checks without authority. 
그 간부는 권한도 없이 회사의 공식 수표를 쓴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② the authorities :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정부의 부서를 가리키는) 당국(자), 정부

 당국, 정부부처 등의 ‘기관’을 일컫는 경우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

Those who fail to pay their taxes are reported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당국에 보고된다.

0089  In order to successfully release himself from the control of his parents, a child must 
be secure in his parents’ power, as represented by their loving authority. (2014년 수능기출)

0090 The health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the matter with external help. 
 • with external help :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0084  그들은 그에게 정말 진짜이며, 매우 중요하고, 정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당신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다. 

 0085  운하를 건설한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철도의 출현

이 운하의 즉각적인 몰락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0086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총 인원수는 지

난 해 말 약 4,700명에서 금년에 서울에서만 30,000명 이상 증가했다.

 0087  이것들은 10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과 30,000명의 다른 

과학자들과 보도 관계자들, 그리고 관련 시민들이 참석한 환경에 

대한 첫 번째 세계 회의에서 제기된 기본적인 질문들 중 하나이다. 

 0088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이 시끄

러운 거대 군중들 속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

서 듣게 될 것이다.

 0089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야 하며, 그것

은 사랑의 권위로 나타나야 한다. 

 0090  보건 당국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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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2 
32- 01 ★★★★★

가주어 진주어 구문 1

① It is + 형용사 + (for A) to B : (A가) B하는 것은 ~하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It은 해석되지 않는다. 이때 [for A]는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은, 는, 이, 가’의 

주어로 해석한다. 이때 형용사가 kind, selfish와 같은 사람의 ‘성격, 특성’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 for가 아닌 전

치사 of를 쓴다. 

It is not necessary for a woman to get married nowadays.
요즘은 여성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It is natural for a child to feel nervous when staying alone.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It was contemptible of him to behave like that. 
그가 그렇게 행동하다니 비열했다.

② It is said(believed) that S + V : S가 V하다고 말하다/믿고 있다

   It은 가주어이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is said와 is believed는 수동태의 동사로 이는 one(사람은) 등의 주어

가 생략된 구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라고 믿다’의 능동의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It is said that the first symptom of the disease is a very high temperature. 
그 질병의 첫 징후는 고열이라고 한다. 

It is believed that people referred to as “Vikings” reached North America about the year 
A.D. 1,000.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약 서기 1,000년경에 북미에 도착했다고 믿어지고 있다.

0931  It’s important that the media provide us with diverse and opposing views, so we 
can choose the best available options. (2014년 수능기출)

 • diverse and opposing views : 다양하고 상반되는 관점들 

0932  Thus, it is inevitable that more and more animals will be brought onto the 
pasture until overgrazing totally destroys the pasture. (2013년 수능기출)

 • It is inevitable that : ~는 불가피하다, ~는 피할 수 없다 

0933  It gave me great pleasure to think about how my dream would become a reality. 
(2013년 수능기출)

0934  If the dreamer then calls and finds that the loved one has died, it is understandable 
for him or her to assume that the dream was a premonition of that death.   
(2012년 수능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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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premonition of that death : 죽음에 대한 예고, 죽음에 대한 예감 

0935  It is a fundamental mistake to imagine that when we see the no-value in a 
value or the untruth in a truth, the value or the truth ceases to exist. (2011년 수능기출)

 • ceases to exist : 존재가 멈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0936  It is important to be mindful about every single aspect of purchasing food.   
(2008년 수능기출)

 • about every single aspect : 모든 개별적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모든 면에 대해서  

0937  It may not be valid to assume that the media make our time distinct from the 
past, because we know relatively little about how information was shared in 
the past. (2005년 수능기출)

 • know relatively little about : ~에 대해 비교적 적게 알다, ~에 대해 비교적 잘 알지 못하다 

 0931  언론 매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하여 우리가 가

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0932  그러므로 점점 더 많은 가축이 목초지로 몰려나와 결국 과도

한 방목이 목초지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0933  어떻게 나의 꿈이 현실이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나에

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0934  만약 그 꿈을 꾼 사람이 전화를 걸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

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꿈이 그 죽음의 예고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0935  우리가 가치 안에서 무가치를 보거나 진실 안에서 허위를 볼 

때, 가치 혹은 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

본적인 실수이다.

 0936  식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

이는 것이 중요하다. 

 0937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에 대해 상대적

으로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우리 시대를 과거와 

다르게 만든다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32- 02 ★★

가주어 진주어 구문 2

① It seems that S + V : S가 V인 것 같다, S가 V라는 생각이 들다, 우연히 S가 V하다

   It seems that S+V의 구문에서 seem을 대신하여 happen, appear, occur, strike, chance, follows 등의 동

사가 쓰일 수 있으며 각각의 동사의 의미에 맞게 해석한다.

It seemed that he pretended not to get mad at us.
그가 우리에게 화가 나지 않은척한 것 같았다.

It seems that the economy will come back to its original state this year.
경제가 올해에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것 같다.

It appeared that the store owner played a trick on us.
그 상점 주인이 우리를 속인 것 같았다.

It follows from what you say that he is not concerned in the case.
네가 말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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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ppened that she and I were both traveling on the same train.
우연히 그녀와 나는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다.

0938  It seems that we too must go through such a time, when life as we have known 
it is over and yet we don’t know who we are supposed to become. (2006년 수능기출)

 • who we are supposed to become :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0939  It appears that cookie-producing companies are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and, as a result, are delivering to the market products resulting 
from their awareness. (2011년 수능기출)

 • products resulting from their awareness : 그들의 인식으로부터 나온 제품들, 그들의 인식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들 

0940  It appears that measures that protect drivers from the consequences of bad 
driving encourage bad driving. (2013년 수능기출)

 • measures that protect : ~을 보호하는 조치들 

32- 03 ★★

The chances are that S + V

① (The) chances are (that) S+V : 아마 ~일 것 같다

 There is a good chances that S+V : ~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일 것 같다

(The) chances are that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will be announced tomorrow.
그 시험 합격 발표가 아마 내일 날 것 같다.

If you see the movie, (the) chances are high that you will be very bored.
네가 그 영화를 보면 아마 매우 지루해 할 것 같다.

(The) chances are that the traffic will be terrible downtown on Christmas Eve.
아마도 크리스마스이브에 시내에는 교통량이 엄청날 것 같다.

0941  The chances are they had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 available to their 
relatives back at the Red Sea crossing. (2014년 수능기출)

 • only a sample of the technology : 기술 중 단지 작은 표본, 기술들 중 단지 일부 

0942  If there’s a pencil in your pocket, there’s a good chance that one day you’ll feel 
tempted to start using it. (2005년 수능기출) 

 • will feel tempted to : ~을 할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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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4 ★★★★

It takes + 사람 + 시간 + to부정사

① It takes + 사람 +시간 + to부정사 : ~가 ~하는 데 ~의 시간이 걸리다

(= It takes + 시간 + for 사람 + to부정사)

 이때 ‘비용이 들다’를 표현할 때 take동사를 대신하여 cost의 동사를 쓸 수 있다.

It took me just twenty minutes to learn how to ride a bike.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데는 단지 20분만 걸렸다.

It took the company about two months to raise enough money to develop the new   
product. 
그 회사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모으는 데 대략 두 달의 시간이 걸렸다.

It took the police a week to locate the place where the escapee had hidden.
경찰은 그 탈주범이 숨어 있던 장소를 찾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With one thing or another, it cost me 30 dollars to repair my CD player.
내가 CD플레이어를 수리하는 데 이래저래 3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0943  It took four years to build the small cottage, and when they moved in, the roof 
wasn’t even on! (2011년 수능기출)

 • the roof wasn’t even on : 심지어 지붕도 없었다 

0944  “Once you’ve started, it can take just six weeks to see an improvement of up to 
20 percent in your muscle capabilities,” says Dr. Ward. (2012년 수능기출)

 • up to 20 percent : 20퍼센트까지 

0945  It usually took five weeks for Benjamin Franklin in Paris to receive a letter sent 
from Philadelphia. (2005년 수능기출)

0946  The problem is, it is impossible to tell how long it will take the sea to deliver its 
bottled messages or where it will wash them up. (2014년 수능기출)

 • it is impossible to tell :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0938  우리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삶이 끝나게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모를 그러한 시간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939  쿠키 제조 회사들은 다른 어떤 영향력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지의 결과로 나온 시장 상품(판매 상품)을 내

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0940  운전자들을 잘못된 운전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0941  아마도 그들은 홍해를 건널 당시 그들의 동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 단지 일부 표본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0942  만일 네 주머니에 연필이 있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그것의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유혹이 생길 것이다.

 0943  그 자그마한 집을 짓는 데 4년이 걸렸으며, 그들이 이사했을 

때는 심지어 지붕조차도 없었다.

 0944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근육의 능력이 최대 20퍼센트까지 향

상되는 것을 보기까지 6주면 됩니다.”라고 Ward 박사는 말한다. 

 0945  파리에 있는 Benjamin Franklin이 필라델피아에서 보내온 편

지를 받는 데는 보통 5주가 걸렸다.

 0946  문제는 바다가 병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또는 바다가 그 것을 어느 곳으로 밀어 올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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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5 ★★★★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① S + V + it + A + to B : S는 B하는 것이 A하다고 V하다

   it을 가목적어라 하며 it은 해석되지 않는다. to부정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to부정사를 먼저 해석하고 A자리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두 번째로 해석한다. 이때 to부정사 자리에 that S + V의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I think it necessary to study English, because English is the international language.
영어는 국제 언어이므로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The education authorities will find it difficult to do their job without proper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교육당국은 정부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0947  One 35-year-old woman who used to rub her eyes with her hands until they 
became sore and infected found it helpful to put on make-up when she was 
tempted to rub. (2010년 수능기출)

 • to put on make-up : 화장을 하는 것이 

0948  Though some people have felt that only the lonely play with imaginary 
playmates, our research makes it very evident that it is often the highly superior 
and imaginative child who invents these creatures. (2010년 수능기출)

 • play with imaginary playmates : 가상의 친구들과의 놀이 

0949  Thus, they repeatedly attempted to make it clear to their public that visiting the 
theater was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but rather to draw 
lessons from the play offered onstage. (2010년 수능기출)

 •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 단지 오락의 목적으로만 아니라 

0950  In other words, they make it difficult for others to tell them the truth because they 
respond rudely or emotionally to people who tell the truth. (2009년 수능기출)

 • respond rudely or emotionally : 무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32- 06 ★★★★

강조구문

① It is + 명사 + that S + V : S가 V하는 것은 ~이다

 이는 that절의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It is 뒤에 강조되어서 온 경우로 It은 해석되지 않는다.

It was the question that I couldn’t solve, however hard I may try.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풀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문제였다.

It was the car that I wouldn’t like to buy among the cars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자동차들 중 내가 사고 싶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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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t is + 명사 + that(who) + V : ~했던 것은 ~이다. 

   이는 that절의 주어가 It is 뒤에 강조되어 온 경우이다. 따라서 It is 뒤의 명사는 주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주어가 ‘사

람’인 경우 that을 대신하여 who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It’s comparison that makes men happy or miserable. 
인간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하는 행위이다.

It is not who is right, but what is right, that is of importance. 
중요한 것은 누가 정당한가가 아니고 무엇이 정당한지이다.

It was dancer Isadora Duncan who rebelled against the rigid, formal training of classical ballet 
and created an individualistic form of expression. 
고전 발레의 딱딱하고 격식을 차린 교육에 반대하며 개인적인 형태의 표현법을 창조한 사람은 바로, 댄서인 Isadora 

Duncan이었다.

③ It is + [부사구/ 전치사구(종속절)] + that S + V : S가 V하는 것은 어디서(언제)이다.

   이는 that절의 전치사구가 It is 뒤에 강조되어 온 경우로 It is 뒤에는 시간이나 장소 등을 표현하는 여러 상황의 구나 절

이 올 수 있다.

It was in the park that we saw them quarrelling with each other.
저희가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것은 그 공원이었습니다.

It was only about a month ago that he left his house and took up his lodgings near the 
school. 
그가 집을 나와서 학교 부근에서 하숙을 한 것은 불과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It was from her initiative that the present organization started to grow. 
현재의 그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였다.

0951  It is the fun that comes from cheering on our team and celebrating its skills 
while complaining about the opposing team’s good luck. (2009년 수능기출)

 • while complaining about the opposing team’s good luck :   상대팀의 행운에 대해 불평하면서, 상대팀은 행운

이 따른다고 불평을 하면서 

0952  However, from a human point of view, objectivity is just another attitude. It is 
an interpretation that deliberately ignores our feelings. (2014년 수능기출) 

 • from a human point of view :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0947  자신의 눈을 쓰리고 종종 감염이 될 때까지 손으로 비비곤 

했던 35세의 한 여성은 (눈을)비비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화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0948  비록 어떤 사람들은 단지 외로운 사람들만 가상의 놀이 친구

들과 논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러한 것(가상의 놀이친구)들을 발명

해내는 아이들이 종종 대단히 우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는 

점을 우리의 연구가 매우 자명한 것으로 만든다.

 0949  따라서 그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극장에 가는 것은 단지 오락

의 목적뿐 아니라 무대에 상연되고 있는 극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

임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재차 반복해서 주장했다).

 0950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0951  상대방 팀의 행운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우리 팀을 응원하고 

그 팀(우리 팀)의 기술에만 축하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다.

 0952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성은 단지 하나의 태도

일 뿐이다. 고의적으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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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3  It is those explorers, through their unceasing trial and error, who have paved the 
way for us to follow. (2007년 수능기출)

 • through their unceasing trial and error : 그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를 통해 

0954  It is our parents who have given us our sense of right and wrong, our understanding 
of love, and our knowledge of who we are. (2004년 수능기출) 

 • our knowledge of who we are :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인식) 

0955  It is only when they are gone and we never see them that we find that they and 
we are indivisible. (2004년 수능기출) 

 • that they and we are indivisible : 그들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 

32- 07 ★★★★

명사역할을 하는 that

① that S + V : S가 V한다는 사실, S가 V한다는 것 

 이때 that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That the evidence is irrelevant to the case will be unveiled soon.
그 증거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I know that a lot of money must be spent on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저는 그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많은 돈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he trouble is that no one else is fit for the job but him.
문제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일에 적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Their excuse is that they were unfamiliar with the new regulations. 
그들의 변명은 그들이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0956  Research has shown that we automatically assign to good-looking individuals 
such favorable traits as talent, kindness, honesty, and intelligence. (2013년 수능기출)

 •   assign to good-looking individuals such favorable traits : 잘생긴 사람들에게 그러한 좋은 특성들을 부여하다, 

잘생긴 사람들은 그러한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0957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2014년 수능기출)

 • seeds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씨앗들, 고대 유적지에서 찾은 씨앗들  

0958  Empathetic distress occurs when people realize that their actions have caused 
harm or pain to another person. (2013년 수능기출)

 • have caused harm or pain : 피해나 고통을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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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08 ★★★★

명사역할을 하는 whether

① whether S + V : ~인지 아닌지

   이때 whether가 이끄는 절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며, 목적어 자리에서는 whether를 대신하여 if

를 쓸 수 있다.

Whether the new medicine is safe or not has never been reported as yet.
그 신약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

Whether he will be elected for Congress makes no difference to me.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지 아닐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All I want to know is whether I will be promoted or not at least next year.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내년에는 제가 승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I’m going to ask if they think of introducing a new product.
저는 그들이 신제품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0959  Other park conditions such as wind and humidity also affect whether a ball sails 
over the fences, and players know this. (2014년 수능기출)

 • such as wind and humidity : 바람이나 습도와 같은 

0960  Psychologist Solomon Asch wanted to discover whether people’s tendency to 
agree with their peers was stronger than their tendency toward independent 
thought and rational judgment. (2011년 수능기출)

 • people’s tendency to agree with their peers : 그들의 동료들에게 동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 

 0953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뒤따라 갈 길을 닦은 사

람들은 바로 그 탐험가들이다.

 0954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누

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던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0955  그들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은 그들이 이미 떠나서 결코 그들을 볼 수 없을 때이다. 

 0956  우리는 재능, 친절함, 정직 그리고 지능과 같은 좋은 특성들

을 잘생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사실을 어떤 조사가 

보여주었다.

 0957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씨앗들은 농부들이 더 큰 씨앗과 

더 얇은 씨앗 껍질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0958  고통의 공감은 자신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고

통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생긴다.

 0959  바람과 습도와 같은 다른 야구장의 조건들도 야구공이 펜스

를 넘어갈지 아닐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수들도 이를 알고 있다.

 0960  심리학자 Solomon Asch는 독립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

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보다 동료들에게 동의하려는 사람들의 성향

이 더 강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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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3 
33 - 01 ★★★

부사역할을 하는 whether S + V

① Whether S + V, S + V : ~이든 아니든지 간에, ~는 ~하다

 whether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도 쓰이지만, 아래와 같이 주절과 분리된 종속절로 쓰일 수 있다.

Whether you accept our offer or not, we all thank you sincerely.
당신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저희 모두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Whether or not they come here, the three bills will be laid before Parliament.
그들이 이곳에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그 세 개의 법안은 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All of us, whether they are Christian or not, must not blame them.
그들이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0961  Sometimes, the best way to resolve a dilemma — whether it’s a writing dilemma 
or a thinking dilemma — is simply to start writing. (2013년 수능기출)

 • the best way to resolve a dilemma : 딜레마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0962  Whether their grandchildren have special needs or not, grandparents shouldn’t 
overlook the value of incidental learning experiences. (2009년 수능기출)

 • shouldn’t overlook the value of : ~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0963  Whether the judgment is accurate or not, once you accept it, it will probably influence 
the way you respond to the neighbor. (2007년 수능기출)

 • once you accept it : 일단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0964  Every process of decaffeination, whether chemical — or water — based, starts 
with steaming the green beans to loosen the bonds of caffeine. (2009년 수능기출)

 • to loosen the bonds of caffeine : 카페인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카페인의 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33 - 02 ★★★★

형용사 역할의 what 과 which

① what + 명사 : 어떤, 어느, 무슨 ~

 이때 what은 뒤의 명사를 수식하며 이 경우 what은 which와 다르게 ‘선택범위’가 없는 상황에 쓴다.

I would like to know what kind of car you are interested in.
저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차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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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onders on the sources of religion and what purposes it serves.
그는 종교의 근본은 무엇이며 종교가 어떤 목적의식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② which + 명사 : 어떤, 무슨 ~

 이때 which는 뒤의 명사를 수식하며 ‘선택범위’가 있는 상황에 쓴다.

Tell me which hotel is near the airport between the two.
그 둘 중에 어떤 호텔이 공항과 가까운지 말해주세요.

Which area in the city sold the most homes last year? 
작년에는 그 도시의 어떤 지역에서 집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까?

I can’t remember which classroom I left my bag in. 
어느 교실에 내 가방을 놓아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0965  In other words, we should calculate what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each country has put into the atmosphere over time and use those figures to 
allocate emissions cuts. (2012년 수능기출)

 • in other words : 다른 말로 하면 

0966  When the roof leaks, only the parent worries about what contractor to employ 
or about how he will repair it himself. (2005년 수능기출)

0967  He showed them three line segments, and asked each one in turn which line 
was the longest. (2011년 수능기출)

 • asked each one in turn : 각각에게 차례대로 물어보았다 

0968  In my hometown, nobody would buy a melon without feeling it and smelling it; 
and nobody would dream of buying a chicken without knowing which farm it 
came from and what it ate. (2008년 수능기출)

 • nobody would dream of : 아무도 ~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 

 0961  때때로, 작문의 딜레마든 사고의 딜레마든 딜레마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0962  그들의 손주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든 없든 할머니, 할

아버지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0963  그 판단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그것(판단)을 받아들

이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이웃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0964  모든 카페인 제거 과정은 화학물질을 기초로 하는 것이든 물

을 기초로 하는 것이든, 카페인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녹색 

콩을 증기로 찌는 방법으로 시작한다.

 0965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각의 나라가 어떤 기간에 걸쳐서 그

동안 어느 정도 농도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했는지 계산하여 배

기가스 감축을 할당하는 데 있어 그 수치들을 이용해야 한다.

 0966  지붕에 물이 샐 때, 오직 부모만 어떤 공사 계약자를 고용할

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직접 수리할지를 걱정한다. 

 0967  그는 그들에게 세 줄의 일부만 보여주고 차례대로 어느 줄이 

가장 긴지 각자에게 물었다.

 0968  내 고향에서는 멜론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닭고기가 어떤 농장에서 나왔고 무

엇을 먹었는지 모른 채로 닭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꿈

도 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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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9  Now decide which version of your face you like better and ask a good friend to 
make the choice, too. (2010년 수능기출)

0970  Which condition was more frustrating? Which condition gave you less information? 

(2009년 수능기출)

33 - 03 ★★★★

등위상관접속사

① both A and B : A 그리고 B, A와 B 둘 다 

 한편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의 표현이다.

Because he has both knowledge and originality, he is well fitted for this work.
그는 지식과 독창성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적임자입니다.

When I majored in psychology, I could learn a lot from people as well as from books. 
제가 심리학을 전공할 때 저는 책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② either A or B : A 또는 B

Most mental health therapists have either master’s degree-level or doctoral-level training.
대부분의 심리치료사들은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Most countri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either law or practice.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③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닌 

It seems that neither you n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s.
당신도 그녀도 그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I think that nowadays, neither teachers nor their students spend much of their time reading 
recommended books.
내 생각에 요즈음에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참고도서를 읽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지는 않다.

0971  At times,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ies and needs, and the cost of this 
could be our life,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2014년 수능기출)

 •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 상징적이면서 글자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0972  Both eye and camera have a lens that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and both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2013년 수능기출)

 • a means of adjusting : 조정할 수 있는 수단, 조절할 수 있는 방법

0973  Studies have found that intense programs of strength training can help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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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older people double their strength, as well as enable them to walk faster 
and climb stairs more easily. (2012년 수능기출)

0974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matter, please leave a message at (212) 555-
5612, and either my wife or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we can. (2011년 수능기출)

 • as soon as we can :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0975  It is not easy to show moral courage in the face of either indifference or opposition. 
(2011년 수능기출)

 • in the face of : ~에 직면하여 

0976  Remember, however, that neither ‘legal authority’ nor ‘magical power’ is stated 
in either sentence. (2004년 수능기출)

 0969  이제 당신의 어떠한 형의 얼굴이 더 좋은지 결정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또한 선택을 해보라고 말해보아라. 

 0970  어떤 상태가 더 좌절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상태가 당신에

게 더 적은 정보를 주었는가?

 0971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욕구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될 것

이다.

 0972  눈과 카메라 둘 다 외부 세계로부터 형상으로 광선들의 초점

을 맞추는 렌즈를 가지고 있으며, 둘 다 그 상의 초점과 명도를 조

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0973  여러 연구들은 집중적인 체력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나이가 

힘이 약한 많은 사람들조차 더 빨리 걷고 계단을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력이 두 배가 되게 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0974  만일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212) 555-5612

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 아내 또는 제가 가능한 빨리 전

화를 드리겠습니다.

 0975  무관심 또는 반대에 직면하여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기란 쉽

지 않다. 

 0976  그렇다면, 각 문장에 ‘법적인 권한’도 ‘마법적인 힘’도 언급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보자.

33 - 04 ★★★★★

so A that B 의 인과구문

① so A (that) B : 너무나 A해서 B하다

   이때 so 뒤에는 형용사, 부사 또는 형용사 + a + 명사의 형태가 오지만, a + 형용사 + 명사나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 명

사가 오는 경우에는 so대신 such를 쓴다.

He was so tired that he didn’t want to engage in their conversation.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She was so frightened that she immediately changed the channel. 
그녀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즉시 채널을 돌렸다.

He was such a diligent student that all of the teachers in the school could not help 
praising him.
그는 너무나 부지런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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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did such good community services that he is eligible for the presidency.
그는 너무나 봉사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시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0977  The emotion was so strong that the brain rejected evidence of the continued 
existence of normal, everyday life that might have eased it. (2014년 수능기출)

 • rejected evidence of : ~의 증거를 거부했다

0978  However, today we are so interdependent that the concept of war has become 
outdated. (2010년 수능기출)   

 • has become outdated : 구식이 되어 버렸다,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었다 

0979  We did live ‘by the side of the road’ — on Route 9 between Keene and Portsmouth 
— but in a place so remote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be a ‘friend to man.’   
(2010년 수능기출)

 • in a place so remote : 너무 떨어진 곳에서, 너무 외진 장소에서 

0980  You may think that moving a short distance is so easy that you can do it in no 
time with little effort. (2009년 수능기출) 

 • in no time with little effort :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시간과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서도 

33 - 05 ★★★★

so that S + V 의 목적구문

① S + V so that S + V : ~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구문’이라 하며 so that을 대신하여 in order that을 쓸 수 있다. 또한, so that과 in order that 뒤의 동사

에는 may, can, will 등의 조동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so를 생략하고 that만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We will anchor a ship in the harbor so that your passengers can come over. 
저희는 승객들이 승선할 수 있도록 배를 정박시킬 것입니다.

His mother harbored the criminal so that no one could find him. 
그의 모친은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하게 그 범죄자를 숨겨주었다.

Training must be planned systematically in order that it can be successful.
훈련이 성공적이 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It is necessary that you should exercise continuously in order that you may preserve your 
health.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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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  I have been working hard so that my family can enjoy an easy and convenient 
life. (2005년 수능기출) 

0982  Now, for another minute, adjust the TV set so that you can hear the sound but 
you can’t see any picture. (2009년 수능기출) 

0983  Please provide us with a revised sales forecast so that the required production 
and shipping adjustments can be made in a timely manner. 

 • in a timely manner : 적절한 시기에, 제 때에 맞춰서 

33 - 06 ★★★★

so that S + V 의 결과 구문

① S + V, so (that) S + V : 그래서, 그 결과 

   ‘결과’를 표현하는 so that 앞에는 comma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때 so that의 

앞 문장이 ‘원인’, 뒤의 문장은 ‘결과’의 내용에 해당한다.

He exercised almost everyday, so that he became one of the best basketball players in the 
world.
그는 거의 매일 연습하여 세계 최고의 농구선수 중 한 명이 되었다.

His handwriting is very poor, so that I can hardly recognize it. 
그의 글씨체는 너무 형편없어서 나는 그것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다. 

She pretended not to know him, so that he was embarrassed. 
그녀는 그를 모르는 척해서 그는 당황했다.

0984  There must always be high and low, hot and cold, etc. so that the equilibrating 
process — which is energy — can take place. (2011년 수능기출)

 • can take place : 발생할 수 있다 

 0977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던 정

상적인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뇌가 거부해버

렸다.

 0978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 많은 것을 너무나 의존하고 

있어서 전쟁의 개념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었다.

 0979  우리는 Keene과 Portsmouth 사이에 난 9번 도로의 ‘도로변

에’ 살았었지만 너무 외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기에는 매

우 어려웠다.

 0980  가까운 거리로 이사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서 적은 노력으로

도 금방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0981  나는 가족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

히 일해왔다.

 0982  이제, 다음 1분 동안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떤 화면도 볼 

수 없도록 TV를 조정해라.

 0983  적절한 시기에 생산과 출하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매 계획 수정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984  항상 높거나 낮고, 뜨겁거나 차갑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

며, 그 결과 에너지라는 평형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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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5  Beginners to any art don’t know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irrelevant, so 
they try to absorb every detail. (2011년 수능기출)

 • what is important and what is irrelevant :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무관한지를 

0986  Do the fences seem too far away to hit a home run? Simply adjust the fences so 
that it seems easier. (2014년 수능기출)

 • too far away to hit a home run : 홈런을 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멀리 떨어진 

33 - 07 ★★★★

unless

① unless S + V : 만일 ~가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한 접속사로 if ~ not의 의미와 같다.

Unless he is more earnest in his studies, he will not be able to keep up with the class. 
만일 그가 더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반 아이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Unless we pay considerable attention, we cannot understand what they are talking about. 
만일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Unless my guess is wrong, they will be sent to a reformatory next week.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음 주에는 소년원으로 송치될 것입니다.

All our efforts to conserve energy will be fruitless unless we work out a detailed plan in 
advance. 
상세한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에너지 보존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0987  Most of you experience urges when trying to break a habit and these can be 
hard to resist unless you find something else to do instead, and best of all, 
something that uses the same part of the body — even the same muscles.   
(2010년 수능기출)

 • something else to do instead :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 

0988  Today’s physicists say, “This is nonsense. A moving object continues to move 
unless some force is used to stop it.” (2006년 수능기출)

 • is used to stop it : 이것을 멈추는 데 사용되다 

0989  Books can be renewed once for the original loan period unless they are on reserve. 
(2007년 수능기출)

 • once for the original loan period : 원래의 대여기간에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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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0  It is impossible for a child to successfully release himself unless he knows exactly 
where his parents stand,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2014년 수능기출)

 • literally and figuratively :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0985  어떤 예술(또는 기술)에 대한 초보자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세세한 부분마저 받

아들이려 애쓴다.

 0986  펜스가 홈런을 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 단지 펜스를 조정하기만 하면 그것이 더 쉬워 보일 것이다.

 0987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고치려고 시도할 때 충동을 경험

하며 대신할 다른 어떤 것,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몸의 똑같은 

부분, 심지어 동일한 근육을 사용하는 어떤 일인데, 만일 이것을 발

견하지 못한다면 이 충동들은 견디기 힘들 수 있다. 

 0988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움직

이는 사물은 만일 어떤 힘이 그것을 멈추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계속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한다. 

 0989  만일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책은 원래 대출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0990  아이가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부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

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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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4 
34 - 01 ★★

in case

① in case S + V : ~인 경우에 (대비하여)

 in case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현재동사가 온다 해도 미래상황으로 해석한다.

You might as well do comparison shopping in case you should buy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당신은 비교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I wrote down her address and phone number in case I should contact her again.
나는 그녀와 다시 연락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

The musician always has pens and pads at her fingertips just in case a good idea comes 
over her. 
그 음악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펜과 메모지를 가까이에 둔다. 

0991  And then, you’ll get a certificate that you can use, just in case you might need 
some blood in the future. (2008년 수능기출)

 • get a certification : 증명서를 받다 

0992  Instead, he told the passengers, “In case you’re worried about the flashing lights 
outside the plane, I’m sending a signal to my kids.” (2009년 수능기출)

34 - 02 ★★★

whatever

① whatever S may ~ :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이때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주절과 분리된 종속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Whatever the matter may be, we will not shrink from confrontation.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대립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No matter what the actress wears, she always looks very charming. 
그 여배우는 무엇을 입든지 간에 항상 매력적으로 보인다.

② whatever + 명사 : 어떤 ~이든 

   이때 whatever가 이끄는 절은 종속절의 역할을 하는데 whatever는 바로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동반

한다. 따라서 whatever와 뒤의 명사는 하나의 어구처럼 연결하여 해석한다.

Whatever difficulty he might meet with, he will not give in.
그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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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measure we may take, this problem will not be easily solved.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0993  In our efforts to be the good child, the uncomplaining employee, or the cooperative 
patient, many of us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please people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 (2014년 수능기출)

 • fall into the trap of : ~의 함정에 빠지다 

0994  She often told us that we always had to do our best in whatever we did.   
(2004년 수능기출)

 • had to do our best : 최선을 다해야 했다 

0995  Whatever problem you name, you can also name some hoped-for technological 
solution. (2008년 수능기출)

0996  These days, looking at sociable robots and digitized friends, one might assume 
that what we want is to be always in touch and never alone, no matter who or 
what we are in touch with. (2014년 수능기출)

 • to be always in touch : 항상 연락(접촉)을 하는 것 

 0991  그러고 나서 만일 당신이 나중에 혈액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당신이 쓸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0992  대신에, 그는 승객들에게 “비행기 바깥에서 깜빡이는 불빛에 

대해 걱정을 하실 것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0993  착한 자녀나 불평하지 않는 직원 또는 협조적인 환자가 되려

고 노력할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어떤 일에든지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

진다.

 0994  그녀는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0995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말하든 간에, 당신은 또한 기대하고 있

는 기술적인 해결책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0996  오늘날 우리가 사교 로봇 그리고 디지털화된 친구들을 보면

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와 또는 무엇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결

코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4 - 03 ★★★★

No matter how

① no matter how + 형용사/부사 + S + V : 아무리 ~가 ~하다 할지라도

   이때 no matter how를 however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형용사나 부사 뒤의 주어+동사는 생략되어 쓰이기도 한다. 또한 

no matter how S+V로 쓰면 ‘S가 V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의 뜻이다.

No matter how often I tell him, he keeps making the same mistake. 
아무리 내가 그에게 자주 말해도 그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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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tter how much the world situation may change, all nations must stick to the 
peace-loving principle. 
아무리 세계정세가 바뀐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는 평화애호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한다.

Anyone could read books if only he was so minded, no matter how busy he might be. 
만일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다.

All living things, however small, carry on the same vital functions. 
아무리 작은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똑같은 생명 기능을 한다.

0997  No matter how many times I have drawn it, the perspective does not look right. 
(2009년 수능기출)

0998  No matter how good your product is, remember that perfection of an existing 
product is not necessarily the best investment one can make. (2011년 수능기출)

 • an existing product : 현존하는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34   - 04 ★★★★★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① 선행사 + who/which/that + V 

 이를 주격관계대명사라 하며 who, which 뒤의 동사는 앞의 선행사의 동사역할을 한다.

I know that a man who is idle in his youth can never succeed in life.
나는 젊었을 때 게으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There are many issu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which threaten world peace.
세계 각지에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많다.

② 선행사 + whose + 명사 + V (S+V)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와 whose 뒤의 명사는 ‘~의, ~이 가진’의 뜻의 소유주와 피소유물의 관

계이다.

My son whose major was English literature is on detached duty at a branch office 
overseas.
전공이 영문학이었던 내 아들은 해외지사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The South was an agricultural region whose main crop was cotton. 
남부는 그곳의 주요 작물이 면이었던 농업지역이었다.

③ 선행사 + whom/which/that + S + V
 이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하며 선행사로 쓰인 명사는 whom이나 which 뒤의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When she went back to school, she didn’t see one person whom she knew.
그녀가 복학했을 때 그녀가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Child abuse is a serious problem which almost all people are worrying about.
아동학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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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9  Martin L. Hoffman, who has focused on the guilt that comes from harming 
others, suggests that the motivational basis for this guilt is empathetic distress. 
(2013년 수능기출)

 • the guilt that comes from harming others :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부터 나온 죄책감,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것 때문에 생겨난 죄책감 

1000  During his stay in Egypt he contracted a strange illness that confined him to 
well-heated rooms for the rest of his life. (2014년 수능기출)

 • that confined him to well-heated rooms :   그를 난방이 잘 되는 방에 가두었던, 그를 더운 방 안에서만 살게 만들

었던  

1001  And the process of journal-keeping through writing and drawing helped heal 
me from a mysterious illness which had defied the doctors and their medicines. 
(2012년 수능기출)

 • helped heal me from a mysterious illness : 신기한 질병으로부터의 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1002  I know a father who devoted himself earnestly to photographing the birth of 
his first and only child. (2011년 수능기출)

1003  We have abandoned our relationship with the food we eat and with the people 
who produce our food. (2008년 수능기출)

 • have abandoned our relationship with : ~과의 우리의 관계를 버렸다, ~과의 우리 관계를 포기했다 

1004  My son, Snapshot, whose dream is to be the best photographer, takes me to beautiful 
places. (2005년 수능기출)

 • takes me to beautiful places : 나를 아름다운 장소에 데려가다 

 0997  아무리 여러 번 그것을 그렸어도, 원근법이 올바르지 않아 

보였다.

 0998  당신의 제품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현존하는 제품을 완

벽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아

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0999  Martin L. Hoffman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서 생기는 죄책

감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그는 이러한 죄책감이라는 동기가 발생하

는 이유는 고통의 공감이라고 말한다.

 1000  그가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상한 질병에 걸렸으며 그 

병 때문에 남은 생애동안 난방이 잘된 방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다. 

 1001  그리고 쓰기와 그리기를 통해서 일기를 적는 과정은 의사와 

약으로도 설명하기 불가능했던 불가사의한 병으로부터 내가 치료

되도록 도왔다.

 1002  나는 첫 아이이자 외동아이의 출생 사진을 찍는 데 진지하게 

몰두했던 한 아버지를 안다.

 1003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음식을 생산하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포기했다. 

 1004  최고의 사진사가 되려는 꿈을 가진 내 아들, Snapshot(스냅

사진)은 나를 아름다운 곳들로 데리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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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All this is part of expected ways of behaving in our social life,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pply in formal institutions governed by hard-and-fast 
rules. (2008년 수능기출)

 • governed by hard-and-fast rules : 엄격한 규칙(규정)에 의해 지배되는 

1006  In return, the caterpillar makes a special honey mixture which the ants eat.   
(2004년 수능기출)

34 - 05 ★★★★★

서술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① 선행사, which (who) + V : 그것은(그는) ~이다, 그것은 ~하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comma로 분리한 경우 관계대명사는 앞 문장과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때 which가 주격

인 경우 ‘그것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며 이 경우 which는 comma 앞의 명사 또는 앞 문장 전체 내용을 선행사로 받을 수

도 있다.

Millions of people died from the disease, which seemed like an unprecedented disaster in 
history.
수만 명이 그 질병으로 인해 죽었다. 그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재앙처럼 보였다.

He had been accused of evasion of taxes, which was the cause of his suicide.
그는 탈세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것이 그의 자살 원인이었다.

He said that he had graduated from an overseas university, which turned out to be a lie.
그는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② 선행사, which S + V : 그것을 ~는 ~하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의 구조가 오면 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comma 뒤의 which는 ‘그것을’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것의’라고 해석한다.

He had sent her a letter, which she sent him back unopened at once.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것을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곧 돌려보냈다.

I read his first novel, which my English teacher advised me to read.
나는 그의 첫 번째 소설을 읽었다. 영어 선생님이 그것을 읽어보라고 조언해주셨다.

I want buy the house, whose door is painted red.
나는 그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의 문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1007  Egyptian civilization was built on the banks of the Nile River, which flooded each 
year, depositing soil on its banks. (2009년 수능기출)

 • on the banks of the Nile River : 나일강의 강둑에 

1008  I had accepted a job offer from Dr. Gilbert, who had opened a medical clinic at an 
inland village last year. (2013년 수능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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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The source that showed the biggest increase was nuclear, which rose from 2.1% 
in 1971 to 13.8% in 2007. (2012년 수능기출)

 • rose from A to B : A에서 B까지 증가했다

1010  Infrasound is a low-pitched sound, whose frequency is far below the range of human 
ears. (2004년 수능기출)

 • far below the range of human ears : 인간의 귀의 범위보다 훨씬 아래,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1011  The old Sumerian cuneiform could not be used to write normal prose but was a 
mere telegraphic shorthand, whose vocabulary was restricted to names, numerals 
and units of measure. (2006년 수능기출)

 • a mere telegraphic shorthand : 단순한 전보용 속기 

1012  Dietary fiber helps to lower the level of cholesterol and blood sugar, which reduces 
the risk of heart disease and diabetes. (2007년 수능기출)

 • to lower the level of : ~의 수치를 낮추는 데 

1013  He saw the male giraffes battling for mates by swinging their powerful necks, 
which were over six feet long and weighed more than 200 pounds. (2006년 수능기출)

 • battling for mates : 짝을 얻기 위해 싸우는

1014  Renaissance artists achieved perspective using geometry, which resulted in 
a naturalistic, precise,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rld.   
(2005년 수능기출) 

 •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 ~에 대한 3차원적인 묘사 

 1005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예상되는 행동방식들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공식 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6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애벌레는 개미들이 먹는 특별한 꿀 혼

합물을 만들어낸다.

 1007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둑 위에 건설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범

람했고 그 둑에 흙이 침전되게 만들었다.

 1008  나는 Gilbert 박사로부터 온 취업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는 

작년에 어떤 내륙의 마을에서 병원을 개원했다.

 1009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준 에너지는 원자력이었는데, 그것은 

1971년 2.1퍼센트에서 1010년 13.8퍼센트로 증가했다.

 1010  초저주파음은 저음의 소리를 말하는데, 그것의 주파수는 인

간의 청력의 범위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1011  고대 수메리아의 쐐기 문자는 정상적인 산문을 쓰는 데 사용

될 수 없었고 단순한 전보를 위한 속기였는데, 그것의 어휘는 이름

과 수와 측정의 단위로 제한되었다. 

 1012  식이 섬유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

며, 그것은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준다.

 1013  그는 짝을 얻기 위해서 강한 목을 흔들면서 싸우고 있는 수

컷 기린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길이가 6피트가 넘었고 무게는 200

파운드 이상이나 나갔다. 

 1014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기하학을 사용하여 원근법을 성

취했는데 그것은 실제 세계를 사실적이며 정확한 3차원적으로 묘

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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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06 ★★★

부분 of 관계대명사

① one of which (whom) : 그것들(사람들) 중 한 개(명)

some of which (whom) : 그것들(사람들) 중 몇 개(명)

most of which (whom) : 그것들(사람들) 중 대부분 

 이때 which가 가리키는 명사는 comma 앞의 명사이다.

The police found the missing children, one of whom was seriously wounded.
경찰은 미아들을 찾아냈으며 그들 중 한명은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The writer wrote a lot of novels, some of which have been published.
그 작가는 많은 소설을 썼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출판되었다.

The company fired a few workers, most of whom were in their 40s.
그 회사는 몇몇 직원들을 해고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40대였다.

1015  On January 10, 1992, a ship traveling through rough seas lost 12 cargo containers, 
one of which held 28,800 floating bath toys. (2012년 수능기출)

 • held 28,800 floating bath toys :   28,800개의 물에 뜨는 욕실장난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28,800개의 물에 뜨

는 욕실장난감이 들어있었다

1016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membership of these groups from sightings alone, 
because of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observing whale behavior, most of which 
happens underwater. (2012년 수능기출)

 • from sightings alone :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1017  Each habitat is the home of numerous species, most of which depend on that 
habitat. (2011년 수능기출)

 • numerous species : 수많은 동식물 종 

1018  But these are easy to find and lead to the familiar dilemma in the social sciences 
where we have two conflicting theories, each of which can claim positive 
empirical evidence in its support but which come to opposite conclusions.   
(2012년 수능기출)

 • come to opposite conclusions :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다,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다 

1019  Environmental scientists chose two Chicago public housing projects, both of 
which had some buildings with lots of trees nearby, and some with practically 
none. (2007년 수능기출)

 • some with practically none :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일부, 사실상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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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Shoes have not always served such a purely functional purpose, however, and 
the requirements of fashion have dictated some curious designs, not all of 
which made walking easy. (2007년 수능기출)

 • served such a purely functional purpose : 그렇게 순전히 기능적인 용도로만 쓰였다

 1015  1992년 1월 10일,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12개의 

화물 컨테이너를 잃었는데, 그중 하나는 28,800개의 물에 뜨는 욕

실 장난감을 담고 있었다.

 1016  고래의 행동의 대부분은 물밑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관찰하

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지 관찰만으로 이 집단의 구성원

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1017  각 서식지는 수많은 종의 생물들이 사는 곳인데, 그 생물들 

대부분은 그 서식지에 의존하고 있다.

 1018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찾기가 쉽고, 사회과학에서 친숙한 딜

레마로 귀결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상충하는 이론들을 가

지고 있으며, 그중 각각은 그 자체를 뒷받침해주는 긍정적인 경험

적 증거를 내세우지만, 그 둘 다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1019  환경학자들은 시카고의 공영 주택 프로젝트 두 곳을 선택했

는데, 그 두 곳은 근처에 나무가 많은 건물과 나무가 거의 없는 건

물이 있는 곳이었다.

 1020  그러나 신발이 언제나 그렇게 전적으로 기능적인 용도로만 

쓰였던 것은 아니며, 패션에 대한 욕구가 몇몇 특이한 디자인이 나

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디자인들이 모두 걸음을 편하게 해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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