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영어 구문독해

Going on Seventeen!
(상) 문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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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이 교재는 영어의 구문과 어법사항들을 실전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제가 고등학
생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면서 문법과 독해의 괴리감, ‘문법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문장의 해석이
잘 안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고민들을 해결해나
갔고, 그 과정에서 문법을 실전 독해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잘 익힐 수 있었습니다 .

대학생이 되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보니 제가 경험했던 고민들이 단지 저만의 아닌 , 많은 학생들
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

이 교재는 그 소원의 작은 결과물입니다. 제가 영어 문법을 독해에 적용시키는 공부를 하면서 거쳤던

‘사고의 흐름’, ‘이해의 방법 ’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학생들이 ‘가려워할 만 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
해주는 그런 교재가 될 것입니다 :D

지은이
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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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를 통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영어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여러 개의
낱말(word)가 모여 문장(sentence)를 이루는데, ‘어떠한 의미를 담아내는 의미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 낱
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야합니다.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 그 규칙
을 공부할 것입니다.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for wisdom]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만약~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는 부사절 ], [뼈대 문장, 다음과 같은 어법이 쓰였음 : ask O for
something ; O에게 sth을 달라고 하다], [God을 설명하는 형용사절 ], [마침표 없이 쉼표 만으로 두 문장을 하
나로 연결하는 접속사 and로 연결된 문장, 4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임 ]

해석 )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 꾸짖음 없이 ,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
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각 괄호의 기능을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공부하기 → 여러 예문들을 통해 익숙해지기
이 훈련이 되면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에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술술 읽히지
않는 문장들이 실전에서 항상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

The screenplay requires so much filling in by our imagination that we cannot really approximate
the experience of a film by reading a screenplay, and reading a screenplay is worthwhile only if
we have already seen the film.
‘전체적인 틀’을 보면 so that 구문이 보임 ..by의 의미도 구문학습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 filling in이 한 chunk
의 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마치 anchor를 박듯이 , 압정을 박듯이 꽂아놓고, ‘끼워맞추어 ’가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2009년 4월 시행 교육청 26

Nevertheless, too great an adherence to the belief “to err is wrong” can greatly undermine your
attempts to generate new ideas.
‘너무 ~해서 ~하다’로 해석하면 안되겠죠. [too 형용사 a(n) 명사, such a(n) 형용사 명사]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해석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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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

The air pollutants that spit out from the car exhaust pipes have been proven to cause cancer,
and the carbon dioxide that is emitted causes global warming.
exhaust 가 동사, pipes가 목적어라고 생각해서 ‘차에서 나오는 공기오염물질들이 파이프를 지치게 한다? 아하..
파이프를 부식시키거나 뭐 불순물 땜에 파이프가 막히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have been proven to~이렇게 나오니까요..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I made it up in response to my erroneous belief that what I was all worked up about was really
important.
위와 같이 in response to~ 처럼 문장 안에 출몰?하는 부사구 표현이 있는 문장도 한 호흡에 읽어내기가 수월하
지는 않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장들도 한 챕터로 분류해서 모아두었는데요, 이 책을 공부해나가면서 ‘경험치 ’를 쌓
듯이 문장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belief 같은 단어도 that과 같이 붙어서 ‘~라는 믿음’..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요. that 뒤에 ‘~라는’에 해당하는 의 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면 독해 속도가 많
이 빨라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구문을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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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영문법을 위한 한국어 문법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문법 지식들을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을 떠올려가며
공부해봅시다.

1) 문장의 구성; 품사
우리말에는 9품사가 있습니다. 명사, 수사, 대명사, 관형사... ‘품사’라는 말에서 느껴지다시피 이건 말 자체의 성질
을 의미합니다. 대강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등등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부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명사
명사名師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뜻이 딱 정해지는 것들이죠. 사물의 이름이 곧 명사인
것입니다. 하나의 낱말로 된 명사 이외에도 문법적으로 분명히 ‘명사’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
러서 ‘명사 상당어구’라고 합니다. 명사에 상응하는, 명사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명사 상당어구는 해석이

‘-것 ’, ‘-ㅁ’, ‘~기 ’, ‘~지 ’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영어
부모됨, 내려놓음, 같이 걷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 내가 살던 집

Handong Global University, a Papyrus Basket, English
Parentship, Laying down, Walking together
(the fact) that I love you, The house where I lived

공부하기 , 기도하기
비가 올 지 안 올 지

Studying (To study), Praying (To Pray)
Whether it would rain or not

우리말에서도 -기 , -(으)ㅁ 등의 어미를 통해 용언을 명사로 바꾸듯이 영어에서도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to V
등... 형태에 변화를 주어서 동사를 명사화합니다.

명사절은 우리말에서도 -지 , -라는 것 등의 표현을 붙여서 ‘안긴문장’을 만들듯이 영어에서도 의문사, 선행사+관계
대명사 등을 통해 하나의 문장을 명사적인 의미로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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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형용사는 ‘-ㄴ’, ‘-ㄹ’ ‘-의 ’ 으로 해석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말의 ‘관형사’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예쁜 아이 , 차가운 얼음, 푸른 바다, 행복한 가족
미래의 계획, 먹을 것 , 사랑할 시간

Pretty girl, cold ice, blue ocean, Happy family
Plans for the future, Something to eat, Time to love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All that I once loved

형용사는 명사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우리
말에서나 영어에서나 마찬가지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입니다.

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수식
② ‘-이다’, ‘-되다’ 류(類)의 동사(be, become, get, seem...)와 함께 쓰여서 주어의 특징/상태를 말
해주는 의미의 프레임 (Nexus) 형성

한국어에서는 전치수식이 원칙이지만 영어에서는 후치수식도 빈번합니다.

전치사와 전명구
전치사는 우리말에 상응하는 대상이 없는 특별한 품사입니다.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in, for,

to...)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despite 처럼 ..)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상당어구가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명사]의 어순으로 짝을 지어
다니게 됩니다.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be동사 계열 (be, become, get) 동사의 보어로 쓰인다.
There is a church on the hill.
사실 이 문장에서 on the hill을 보어라고 분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be동사를 ‘상태’가 아닌 ‘존
재’의 의미 (있다)로 해석하고, 전치사구를 ‘장소부사’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의미이구요 어떤 방식으
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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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사상당어구를 뒤에서 수식한다(후치수식 ).
The man on a horse is my younger brother.
이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굳이 억지로 만들자면 The man (who is) on a horse is my younger brother.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치수식 ’이라는 하나의 가지 안에 있는 것인
데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가 편의상 문법적인 용어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③ 부사적으로 동사를 수식한다.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동사
동사는 ‘특징 , 속성 ,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작’,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사는 각각의 의미의 틀을
만들어내고 이 의미의 틀이 문장의 중추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지금은 동사가 어떤 것인지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이 교재의 전반에 걸쳐서 동사의 ‘어법 (Usage)’이라는 말을 자주 쓸 것입니다. ‘어떤 동사로 의미의 틀을 구성하
기 위해 반드시 이러이러한 모양(어순, 함께 쓰이는 전치사 및 부사, 형태 등을 모두 내포)으로 쓰자’고 약속해놓
은 것을 동사의 어법이라고 합니다.

The power plant supplies the remote village with electricity.
이 문장에서 동사 supply는 ‘A에 B를 공급하다’라는 의미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틀에 맞게 의미를 전달
하기 위해서는 supply A with B 라는 ‘어법 ’으로 쓰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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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부사副詞는 동사의 ‘동작의 모습’을 수식하거나 또 다른 부사/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 부사는 명사의 상태
나 특성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의 ‘양상’, ‘동태’를 표현해줍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소위 유사보어라
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e became a professor young.
동사 became의 ‘동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He가 젊을 때’, 즉 ‘명사’의 ‘특징 /상태’를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형용사 young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부사는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주(主)가 아니라 부(副)가 되는 정보들을 표현해줍니다. 시간, 장소, 조건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문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한 단어짜리 부사처럼 간
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문장의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해석의 흐름을 흔들어놓는 부사구, 그리고 조건절과 같이 긴 부
사절은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Teams and work groups - Dr. Adel Mohamed Zayed, Mostafa Mostafa Kamel

By contrast, teams are to varying degrees self-managed — that is, they are to some extent free
to set their own goals, timing, and the approach that they wish to take, usually without
management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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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장의 구성; 문장성분

서술어(동사)
모든 문장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 문장에도 ‘있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밥 먹었니 ?”라는 문장에는 ‘먹다’라는 동사가 있고 “너 오늘 예뻐보인다”에는 ‘보이다’라는 동사가 있
지요. 우리가 전달하려는 의미는 항상 ‘동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즉, 동사는 주어의 ‘동작’, ‘상태’, ‘특징 ’을
말해줍니다. 동사의

의미의 틀(프레임),

즉 동사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를 완성해내기 위해 목적

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보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둘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진짜 동사’는 하나 뿐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진짜 동사’라는건 ‘문장성분’으
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럼 ‘가짜 동사’도 있다는 건데.. 그건 서술어의 성분이 아닌 동사
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과 같이 ‘안긴문장’안에 있는 동사가 그런 것입니다.

나 어제 걔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 ....

Yesterday I told her that I love her..
그 아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She doesn’t know how much I love her.
처음 봤을 때는 아무 감정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좋아졌어 .

When I first met her, I didn’t feel anything special but as the time goes by I came to like you
little by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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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목적어는 우리말에서 ‘-을’ 혹은 ‘-를’이 붙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어도 동사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면 목적어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I resemble my daddy.
resemble 은 ‘~를 닮다’라는 뜻인데 닮는다는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닮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my daddy 가 목적어입니다.
You read us a paragraph in a language that we knew nothing about.
‘읽다’라는 동사 자체가 ‘대상’을 두 개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읽는가? 에 대한 정보와 ‘누구에게’ 읽어주는
가? 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개요. 다시 말해 동사 read가 만드는 ‘의미의 틀(프레임)’, ‘말의 짜임’은 ‘~을 읽다’ 만
있는 게 아니라 ‘~에게 ~을 읽어주다’ 도 있는 것입니다.

보어
보어는 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주어의 ‘상태’ 혹은 ‘특징 ’을 설명하는(보여주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쓰입니
다. 우리말에서도 ‘-이다’, ‘-되다’와 같은 동사 앞에 붙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한다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거에요.

You look pretty.
I am a singer.
His performance is getting better.

주어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사, 목적어 , 보어 등은 결국 ‘주어 ’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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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긴문장, 안은문장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에서 배운 내용인데 영어에서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개념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어 구문을 학습하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봅시다.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아서 겹문장을 이룰 때, 그것을 안은 문장이라 하고, 큰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안겨 있는 문장을 절 (안긴 절 또는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명사절로 안김 , 서술절로 안
김 , 관형절로 안김 , 부사절로 안김 , 인용절로 안김 이렇게 다섯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영어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는 것만 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1) 명사절로 안김
기 ~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

Please don’t forget that I once lived beside you babe.
내겐~ 너뿐인걸 꼭 니가 알았으면 좋을텐데.

It would be great if only you noticed that you’re the one I love.
니가 강도이던 ,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던 하나도 상관 없어 .

It doesn’t matter at all whether you are a burglar or anything. I will love you no matter what.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야.

The reason I love you is not because you don’t do anything wrong.

2) 관형절로 안김
나와 같은 맘을 가지고 한동대학교에 모인 귀한 친구들과 꿈을 나누었다.

I shared my vision with friends who came to Handong having the same heart as mine.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보인대도.

Though my life looks shabby which crumble down and sometimes step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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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동사, 의미의 프레임
앞선 단원에서 동사는 고유의 의미의 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들어내는 의미의 틀이 유사한 동사들
이 있는데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또 다른 체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5형식 안에 깔
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문장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류방식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살펴볼텐데요 그 전에 자/타동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동사: ‘동사’의

의미를 온전히 만들어주기 위해 ‘대상’이 필요 없다. ‘주어 ’가 움직여서 동사의 의미를 만든다.

타동사: ‘동사’의

의미가 온전히 성립하려면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cf) 보어 / 목적어
상태/특성 /속성의 동사는 보어를 취하고 동작/행위의 동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취한다.

1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

S V
S가 V하다

나는 달린다. 나는 숨 쉰다. 이렇게 주어 혼자서도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I run. 이런 문장이 1형식입니다.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게요~
2013학년도 수능 19

As a little girl, she would watch as her mother cut off a small bit from one end of the meat
before placing it in the roasting pan.
watch가 ‘~를 보다’라는 타동사이기도 하지만, 목적어 없이 ‘관찰하다, 지켜보다’ 정도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8

I’d watch as they discovered they could read and make sense of the letters and the words on a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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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The great scientists are driven by an inner ques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the
extrinsic reward that matters most to them is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The island is home to over 10 million people, most of whom are desperately poor and hardly in
a position to be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10년 3월 시행 전국연합 27

However, after the Empire weakened during the thirteenth century, many freelance barons built
castles on the Rhine and began collecting their own illegal tolls.

2010년 3월 시행 전국연합 27

Because of the decreased trade, the European economic pie shrank.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8

My only guiltless reading occurred at night, when the dishes were rattling in the dishwasher and
the kids were in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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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

S V SC
S의 상태/특징/속성이 SC이다. 또는 S = SC 이다/되다.
결국 [주어 = 보어 ] 또는 [주어 → 보어 ] 관계가 성립합니다.

보어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서

SC V S의

어순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제가 좋아하는 Hymn의 첫 가사인데요 thy는 your의 고어입니다.
Thy faithfulness is great. 이 문장에서 주어와 보어의 자리를 바꾼거에요.
해석할 때 굳이 ‘앗 처음에 나온게 주어가 아니고 보어네? 그럼 뒤에 가서 주어를 먼저 찾고 다시 돌아와서 보어
를 해석해야지 ’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방향으로 읽어나가시면 되요.

2010년 6월 시행 고2 교육청 36

The item people search for most is keys. Ballpoint pens take second place on the list of missing
things. Third come eyeglasses, while purses take fourth place.
Third come eyeglasses.
Eyeglasses come third. ‘안경이 세 번째이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주어와 보어의 자리를 바꿔서 쓴 것입니다.
while purses take fourth place 이 부분은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딱 좋은 부분입니다.
purses taking fourth place.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while부터 시작하는 종속절의 주어인 purses가 주절의
주어 (eyeglasses)와 다르니까 purses를 남겨준 것입니다. 부사 상당 어구 단원에서 분사구문 파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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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시행 고1 교육청 45

There may have been wise men or wise women that were listened to a bit more ─ the older
ones ─ but everybody could talk.
사실 이런 문장을 2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주어와 보어의 자리가 바
뀐 다른 2형식 문장들과 비슷하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There를 ‘장소를 나타내는 부
사’로 볼 수도 있지만 형용사와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Wise men or wise women that were listened to a bit more may have been there.
조금 더 많이 경청되는 현명한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었다.. ‘거기에’

2011년 11월 시행 고1 교육청 45

Because “Happy Birthday” is sung only on birthdays, it is not usually there when we want to
listen to it.
이 문장에서의 there와 비슷한 뉘앙스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19

One summer, I was traveling with a small group in Greece. Included in our group was an
85-year-old lady.

Cause Life - Vernon Brewer, Noel Brewer Yeatts p.25

Bashira and Namazzi lead two very different lives. From the surface, it may be difficult to
pinpoint what makes those differences, but they all come from the same root . . . water.
In this sense, we can think of water as a seed.
From the seed of contaminated water grows a tree, and every branch on it has a resulting bad
condition., Low on the tree would be a branch of waterborne parasites and another one of
bacteria. Other branches would bear typhoid, dysentery, malaria, and cholera. Still branching out
higher would be mal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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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Life - Vernon Brewer, Noel Brewer Yeatts p.40

Medicine saves lives and there needs to be more access to medicine for those in
poverty-stricken countries. But in the end, me medicine is only part of the solution. It is only a
bandage on a cancer. The ultimate solution and cure is clean water.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

In Chinese food, the idea is that it should be boiling hot, because that is crucial to its flavor,
embodied in the phrase wok hei, which means the ‘breath’ or essence of the combination of
tastes added by a hot wok.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

Some people are naturally good presenters, but brushing up on your skills in this area will
prove profitable.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24

She didn’t bother greeting Sarah but continued to sit motionless, conserving her energy as she
watched a collection of counter goods that might have sprung straight out of Sarah’s childhood.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One afternoon, I was playing an important singles match against John. When things didn’t go
his way, he began to go downhill, complaining about the game, screaming at himself, and
slamming his rachet. It looked like he was having a public nervous breakdown.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0

Trapped by the category of doors, we become blind to the three-by-seven-foot pieces of wood
that are right in front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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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

While there are many places where this traditional view of a scientists still holds true, labs
aren’t the only place where science is at work.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

Imagine, right after the cities of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appears the name of
Canton.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0

Her location remained a secret until 1992, when she was rediscovered by recreational divers,
and she has since become the most popular diving wreck in the entire Red Sea.

2010년 EBS 고득점 300제 001

It’s true that they are a great invention that can even change people’s world view, but the
inventor’s identity remains a mystery.

Has the Americanization of Europe Led to the Decline in French Wine Consumption?

While consumption of beer and spirits has stayed basically steady in France, the per capita
consumption of alcohol from wine fell from 20 liters in 1962 to about 8 in 2001.

2005학년도 수능 39

More important than success, which generally means promotion or an increase in salary, is the
happiness which can only be found in doing work that one enjoys for its own sake and not
merely for the rewards it brings.

- 19 -

Going on Seventeen

2006학년도 수능 36

Most helpful to the calm and peaceful atmosphere that the two-year-old child needs but cannot
produce for himself is the presence of comforting music, in almost any form.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8

In the midst of her chores, my mother spent time reading. This was her time away from endless
hours of child care and housework.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

Moreover, once a predator encounters a school, satiation of the predator enables most members
of the school to escape unharmed.

Matthew 5:3-10, ESV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2012학년도 수능 24

However, people who say they know where everything is

turn / turned

out to be using a

large amount of their mental capacity and creative energies remembering where they placed
things, rather than doing the job.
turn out (to be) 는 수동태로 쓰는게 아닙니다.
where everything is/ 까지가 주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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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28

Although there are numerous explanations for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the deeper cause
lies in the declining fertility of its soil a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yields.

2012학년도 수능 28

The cleared soil was rich in minerals and nutrients and provided substantial production yields.

2008학년도 수능 21

The first thing I noticed upon entering this garden is that the ankle-high grass is greener than
that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동격의 that이 원래는 this garden is [the thing] that the ankle-high~~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the thing 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that절 자체가 명
사절을 이끄는 것처럼 됩니다.

12학년도 수능 27

The truth is that everyone has 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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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존재’류 동사 : be, become, remain, feel, get, stay
우리말에서도 -이다, 있다 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주어의 상태, 속성 , 존재양상이 어떠하다는 것인지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 또는 명사라는 것이
언어적인 감각 상 자명합니다.

2013학년도 6월 평가원 49

When he was seven years old, Chris’s disease got worse.

2012학년도 수능 31

However, euphemisms can become dangerous when they are used to create misperceptions of
important issues.

2012학년도 수능 34

We don’t like to be off balance. We tend to keep things in a stable condition. This system
operates at all levels. Our blood stays the same temperature.

Ope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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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어
굳이 보어가 필요하지 않지만 보어처럼 , 즉 ‘상태’, ‘속성 ’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유사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Such penalties result in a player being sent to an isolated area called the penalty box, after
which the offender’s team must operate a player short.
이 문장은 원래 어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short와 shortly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문맥 상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라는 의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Her mother died young, leaving her wealthy husband with five talented daughters.

2010학년도 경찰대 1차시험 45

Most of it simply piled up, un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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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어 it, 강조
‘5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에서 다룰 가목적어 it과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성분의 길이가 길면 자리를 뒤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it을 써줍니다. 2형
식 문장에서 주어가 to 
 , 의문사절 , 그리고 간혹 V-ing이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에 it을 앞으로 빼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주어가 to 
 이거나 V-ing인 경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진짜주어가 명사
절인 경우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하나 볼까요?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3

“It doesn’t matter whether you’ve had a rough life or a privileged one. What matters is that
you’re telling them your story,” explains Heckler.
Whether you’ve had a rough life or a privileged one doesn’t matter.
이 문장에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It으로 바꿔주고 whether 절을 뒤로 돌려준 것뿐입니다. 해석할 때는 →방향으
로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it)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거친 삶을 살았던지 아니면 유복한 삶을 살았던지 여
부’(whether you’ve had a rough life or a privileged one)에요.

가주어는 이렇게 원래 ‘주어 ’인 것을 뒤로 돌려주고, It으로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접속사

whether, that 등이 이끄는 절은 그 자체로 문장입니다. 위의 예문에서도 접속사 whether만 빼면
You’ve had a rough life or a privileged one.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하나의 문장이에요.
앞에서 공부했던 ‘명사절로 안김 ’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이제 강조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주어 It을 쓰는 구문과, 강조구문은 비인칭주어 (말 그대로 ‘이것 , 그것 ’ 정도로 해석되는..)인 it이 맨 앞에 있고,
그 it이 무엇인지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해석되는 ‘느낌’만 비슷할 뿐 문법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가주어 It은 말 그대로 문장성분이 ‘주어 ’인데 길이가 긴 것을 대신하는 substitute이기 때문에 항상 ‘명사’를 대
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It은 문장성분이 주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에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모든 문장성분(서술어 제외)을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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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ung majors in Biology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이 문장에서 주어인 ‘기성이 ’, 목적어인 ‘생물학’,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 ‘한동대학교’ 이 세 가지를 모두 강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Kisung who majors in Biology at Handong Global Univ.
이렇게 하면 원래 문장에서 주어였던 ‘기성이 ’를 강조해준 것입니다.
아 세상에나 글쎄 그게 기성이래. 기성이 . 한동대에서 생물학 전공하는 애가.

It is Biology that Kisung majors in at Handong Global Univ.
이렇게 하면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였던 ‘생물학’을 강조해준 것이죠.
아 세상에나 글쎄 그게 생물학이래. 생물학. 기성이가 한동대에서 전공하는게.

It is at Handong Global Univ. where Kisung majors in Biology
이렇게 ‘부사’까지도 It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 강조구문의 특징입니다.
아 세상에나 글쎄 그게 한동대에서래 한동대에서 . 기성이가 생물학 전공하는 곳이 .

ㅋㅋㅋ.. 조금 과장하긴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주어 구문이랑 강조구
문이랑 해석되는 ‘느낌’이 정말 비슷합니다. 다음 문장들이 강조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판별하실
필요까지는 없구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만 해주세요

:)

화이팅 ~

The Freedom of Necessity - John Desmond Bernal

It was to the interest in the visual arts that we owe the birth of accurate observation of nature.
It was the problems of architecture that gave rise to the science of mechanics.
‘시각 예술에 대한 흥미에게’ 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을 owe하는 게.
우리가 자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덕분이냐면 ‘시각 예술에 대한 흥미 ’래요.

We owe the birth of accurate observation of nature to the interest in the visual arts. 이 문장에서
‘~에게’의 의미인 ‘to ~ arts’ 까지를 강조해준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에 해당하는
‘the problems of architecture’를 강조해준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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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

Because most waits expect a desired outcome, it is the memory of the outcome that dominates,
not the intermediat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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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It was this enlightened attitude that enabled Anguissola to earn her own living as a portrait
painter in the Spanish court and helped her to rise above the restrictions of her class and
gender.

It is useful to know that what we think will matter often matters much less than we think.
→ It is useful to know that [what (we think) will matter] often matters much less than we
think.
what we think to be important 이면 , what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we think 가 삽입절이 아닙니다.

2003학년도 수능 47

Imagine that it’s Saturday and you are to meet your friends at the mall at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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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에 대하여..
to be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to V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
니다.

S [seem, appear, turn out, prove 와 같은 동사] to 

S 가 
 하는 것처럼 보이다, ~것 같다, ~으로 드러나다.
이런 구조의 문장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여기서 
 가 be인 것 뿐이에요. be의 의미가 ‘~이다/되다’, ‘있다’ 이
런 거잖아요?

He seems to decide to watch the movie.

그 영화를 보려고 결정한 것 같다.

위의 예문에서는 
 = decide이고, 뒤이어서 decide의 어법대로 문장이 계속됩니다.

He seems to be touched by the movie.

영화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

이 문장에서는 
 = be입니다. be는 ‘상태’, ‘속성 ’을 나타내잖아요? He가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seems)

touched한 상태인 걸로 보인다는 것이죠. 쓰인 그대로 이해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보았습니다.
seem, appear, turn out, prove 와 같은 동사가 2형식 동사인데 보어 자리에 동사를 그대로 써줄 수 없기 때
문에(형용사나 명사만 가능하니까요) to 
 로 써준 것인데요, to be인 경우에는 그 뒤에 반드시 명사나 형용사
가 오게 되기 때문에 to be를 통째로 생략하기도 합니다. 즉 He seems touche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예문으로 연습해봅시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46

For him it proved to be a shock nearly as great as falling in love to discover that he could
enjoy himself so much alone.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28

The very technology that was supposed to free us from mass society has turned out to be as
much a fishbowl as an information highway.

공동경비구역 JSA 대사 中

What they both really want is that this investigation proves nothing afte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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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의미의 틀입니다.

S V O
S가 V라는 행위/동작을 O라는 대상에 시행한다.
2012학년도 수능 19

Once again, they discussed the company’s expenses and dwindling revenue. But this time,
Stephanie knew what she had to do.
집에 있는 문법책에 보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를 정리해둔 부분이 있을거에요. marry with가 아니고

marry이고 reach at이 아니고 그냥 reach이고, discuss about 이 아니고 discuss.... 한번 체크해보세요 :)

3형식과 동격의 that절
동격의 that 절이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의미의 구조를 잘 왜 동격
의 that절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을 V하다. 이렇게 명사절을 안은문장이기 때문에 ‘~라는 것 ’
에 해당하는 안긴문장을 that에 실어서 나타내줍니다. 대표적으로 inform, know, think, hear, show,

indicate, suggest 등이 있고, that은 자주 생략됩니다.

When parents love too much, Laurie Ashner / Mitch Meyerson

On the deepest level, we fear we’re lacking in things that are essential to being a good parent.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In the end, the guy who didn’t “deserve to be on the same court” with him won in three tough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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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31

For example, a politician may indicate that one of his statements was ‘somewhat at variance
with the truth,’ meaning that he lied.

2010학년도 수능 20

I hope that you no longer feel hurt or uncomfortable in any way as a result of our
correspondence.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1

There is an increasing body of evidence that shows that the time of day that we take medicine
makes a difference to how successful the treatment will be.

The Bible Answer Book, Hank Hanegraaff

Teens are not certai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y are not certain the Bible has more authority
than the Book of Mormon or the Qur’an; and they are uncertain whether Jesus is God or
merely a teacher.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2

It is something of a truism that to put off making a decision is itself a decision.

2012학년도 수능 22

It would also mean that big emitters that had developed their industries more recently, such as
Australia, would bear less of a share.

It that 가주어 진주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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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25

In fact, research shows that if you walk after a meal, you may burn 15 percent more calories
than if you walk the same time, distance, and intensity on an empty stomach.

2012학년도 수능 26

In this case, control of the outcome is clearly an illusion. This perception occurs in investing, as
well. Even without information, people believe the stocks they own will perform better than
stocks they do not own.

2012학년도 수능 22

That would mean, for instance, that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been emitting for longer than most countries, would bear a larger share than their current
emissions implied.

2012학년도 수능 28

Overgrazing of livestock resulted in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soil. Consequently, Rome’s
agricultural production could not provide sufficient energy to maintain its infrastructure and the
welfare of its citizens.

2012학년도 수능 29

Why did you say it differently? Perhaps because you expected a different critical scrutiny in the
two groups.

2012학년도 수능 32

The rules of breaststroke stated that both arms must be pulled together underwater and then
recovered simultaneously back to the start of the pulling position to begin the next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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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33

Even those of us who claim not to be materialistic can’t help but form attachments to certain
clothes. Like fragments from old songs, clothes can evoke both cherished and painful memories.

The Purpose Driven Life, Rick Warren

In the same way, you cannot arrive at your life’s purpose by starting with a focus on yourself.
You must begin with God, your Creator. You exist only because God wills that you exist.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가 된다
명사형인 것 같더라도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의 원래 의미를 동사스럽게 바꾸어서 해석하
면 됩니다.

2012학년도 수능 35

Most of us are also naive realists: we tend to believe our culture mirrors a reality shared by
everyone.

2010년 11월 시행 고1 교육청 45

To get at the oxygen, these four-and five-day-old embryos position their heads and external gills
near the air-exposed surface for minutes at a time; conversely, if the embryos’ gills end up in a
low-oxygen region in the eggs, the embryos will reposition themselves within 15 seconds on
average.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I fished the can out of the garbage and looked at the label. To my surprise, it said, “Tangerine
Juice.” I couldn’t believe it.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We often dismiss new ideas that could further our growth simply because they do not fit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of our preconceived notions and self-concepts. An enormous amount of
time is spent simply reacting. 분사구문도 숨어있습니다.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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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

S V I.O D.O
S가 I.O에게 D.O을(를) V하다
~을(를)에 해당하는 것이 직접목적어이고 ~에게 에 해당하는 것이 간접목적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을(를)에 해당
하는 정보가 4형식 동사에서 더 주된 정보라서 직접목적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에게’는 주로 전치사 to나 for가 담당하는데 S V I.O D.O 이런 어법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 전치사
없이도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12학년도 수능 35

For example, an American anthropologist attempted to tell the classic story of Hamlet to Tiv
elders in West Africa.
tell을 이렇게 3형식으로 쓰면 4형식으로 썼을 때 직접목적어로 쓸 것이 유일한 목적어가 되고, 간접목적어로 쓸
것은 전치사 to를 써서 ‘~에게’라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직접목적어가 좀 더 주된 의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 25

What you do in the 15 to 30 minutes after eating your evening meal sends powerful signals to
your metabolism.

2011학년도 수능 26

If nature provided food and meat in abundance ready for the table, you would thank Nature for
sparing you much labor and consider yourself so much the better off.

2012학년도 수능 19

She also gave Betty two months’ salary as severanc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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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Driven Life, Rick Warren

You didn’t create yourself, so there is no way you can tell yourself what you were created for!
If I handed you an invention you had never seen before, you wouldn’t know its purpose, and
the invention itself wouldn’t be able to tell you either. Only the creator or the owner’s manual
could reveal its purpose.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If we trivialize art and remove it from the core of a mainstream education, we not only deny
our students full access to one of humankind’s most profound experiences, but we miss
countless opportunities to improve their grasp of other subjects as well. Moreover, we deny
students access to an extremely useful kind of training and a productive mode of thought.

You Will Start to Feel Very Sleepy - Robert A. Stickgold

Sleep gives the brain time to sift through all of this information and either store it or delete it.

Effective Speaking - Dale Carnegie

All through the meal he kept asking the master of ceremonies who the person in the blue suit at
one table was, or what the name of the lady in the flowered hat was.

2003학년도 수능 43

Many of those who have succeeded in life owe this to the fact that their concentration is good.
owe는 4형식으로도 쓰고 이렇게 3형식으로도 씁니다. give, tell 도 마찬가지에요.

2011년 11월 시행 고1 교육청 45

If our ears do not feed the auditory cortex the information about the song, we must get it from
our memory. The information sent from memory will allow us to have a fake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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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
5형식은 3형식과 2형식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형식 동사가 만드는 의미의 틀은

S V O OC
‘O의 상태/특성/속성이 OC 이다/되다’ 라고 V하다
인데요, O와 OC의 관계는 2형식에서 S와 SC의 관계와 같은 관계입니다; Nexus 관계(주술관계). 차이가 있다
면 2형식에서의 ‘주격 ’보어는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고, 5형식에서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준다는
것입니다.

2형식 문장에서 주어와 주격보어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듯이 5형식 문장에서도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S V OC O
이런 문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2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주술관계, ‘=’ 관계
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 방향으로 쭉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것이 (to) 
 인 동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사는

‘O가 OC하기를/하는 것을’ V하다
이런 의미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경우는 이미 많이 익숙하실거에요. allow, need, expect, permit, help,

have, let 같은 동사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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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혹시 5형식 문장의 의미 구조가 목적어가 that절인 3형식 문장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렇게 느꼈어요.

S V that S' [be계열 동사] SC' ≒ S V O OC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

You’ll find that five seconds is long enough to help you appreciate things from a new point of
view.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5형식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that절이 목적어인 3형식에 많이
익숙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위의 문장도 You’ll find five seconds long enough to help you appereciate things from a new poin

of view.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조금 어색하니까 3형식으로 쓴 것이겠지만요.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6

You still had to prove me wrong, as you’d promised so many months ago.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

I have often found that the hares who write for the paper are overtaken by the tortoises who
move studiously toward the goal of mastering the craft. hare : 산토끼

2011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18

They are materially poor by contemporary standards, but in at least one aspect ― time ― we have
to count them as richer.
2009년 6월 시행 고2 교육청 45

He got a group of ten-year-olds to do a series of puzzles easy enough that all could do well.

I have often found the hares who write for the paper overtaken by the tortoises wh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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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usly toward the goal of mastering the craft.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

In India, for example, they use their hands to eat. If you are used to using forks and knives,
you may find this challenging.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3

Heckler also asks the kids to collect stories from family members and friends. To make telling
those stories a playful activity during class, she sometimes has the children present their stories
as if they were doing a radio program, complete with a student moderator and guest appearances
by student story tellers.
the kids 들이 to collect stories 하기를 ask(부탁, 요구)했고, telling those stories = a playful한 activity
가 되게 하기 위해서 (make), 가끔 the children이 그들의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시킨다고 하네요(has).

Cause Life - Vernon Brewer, Noel Brewer Yeatts p.40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that one branch is a lack of education. Children cannot go to
school because their parents need them to help the family survive. Walking for water is the
most common chore that keeps children busy during the day. They can survive without water.
Also, drinking a steady supply of contaminated water makes children sick, if not dying. Sick
children do not go to school.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them(아이들)이 to help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

(need)이래요. 근데 무엇을 help하냐면 the family가 survive하는 것을 help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네요.
(마치 ‘5형식의 의미 ’라는 모양의 레고 블록을 끼워나가듯이 의미가 연결됩니다)
물을 긷기 위해 걷는 것이 가장 흔한 일과 인데, 그게 어떠냐면 children을 busy한 상태로 keep한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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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ler’s repertoire does not stop with folk tales. She also uses personal stories, her own and
the children’s, to draw the kids out. She may have the children ask her questions, or she may
simply tell a tale about herself.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

He invited these performers to his laboratory and had them participate in a range of tests
measuring their speed of movement and accuracy of finger motion.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

Messy play at home will help your child develop his creative skills, as he experiments with
different materials and textures and learns about colors by mixing paints together.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

Up on the green, green shoulder of hill rising to the west I could see a small group of cattle
grazing, and, below them on a gentler slope, several dozen chickens wandering down to the
meadow.

When she knew she was dying, I was in hospital in Oxford having a serious operation on my
spine and I was unable to write to her. So she had a telephone specially installed beside her
bed in order that she might have one last conversation with me.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Our love for another person pulls us out of ourselves and lifts our thoughts to a grander scale:
How can I make the world better for this person?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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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rests are silent, people often misinterpret these empty spaces as unimportant.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1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nonmechanical watches made some consumers aware of their
preference for “mechanicalness.”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0

We ignore the great variation that exists within each group and reduce its members to the
common ground that ties all the members of that group together.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In our study, all of the CEOs were concerned that dropping their masks would make them
appear weak. In every case, however, the leader’s subordinates perceived the removal of the
mask as an act of strength and courage.

Once Laura’s colleagues accept as fact that she doesn’t care about people, no one questions her
behavior when she does things that are “noncaring,” and no one notices when she does
something that doesn’t fit the stereotype.

Handle with care, Nature

Some ecologists are beginning to talk about moving slowly dispersing plants and animals
pole-wards or upslope to keep them in climates they can thrive in, or introducing non-native
‘functional equivalents’ in some ecosystems to play certain key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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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ie Emporium: Tourism, Foodways, and Consumer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 Anthony Joseph Stanonis

Or else we can try to imprint ourselves physically on a place of beauty, perhaps hoping to
render it more present in us by making ourselves more present in it.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4

Because we do not put rejected items out of our minds, we experience the disappointment of
having our satisfaction with decisions reduced by all the options we considered but did not
choose.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Discourage young children from picking up kittens and cats, because they may squeeze them too
hard around the belly and make them hate being carried for life.

2010년 3월 고1 교육청 26

If you want to stand out from the group, you have to make your ideas and feelings known to
others.

2008년 9월 모의평가 26

I find the practice of it the most delightful activity in our lives

In order to understand life, we will start at the macroscopic level, the ecosystem, and work our
way down to the microscopic level of cells.

It covered her so that he was able to gather her up and hold her contained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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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23

Suddenly, I heard the lifeguard scream, “Get out of the water!” There was a certain panic in his
voice that demanded attention. Then I saw something approaching me in the water.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서 원형부정사를 씀

2012학년도 수능 30

The real power of scientific testability is negative, not positive. Testing allows us not merely to
confirm our theories but to weed out those that do not fit the evidence.

2012학년도 수능 28

Unfortunately, deforestation left the soil exposed to harsh weather.

2010년 3월 시행 전국연합 28

Sound had made almost useless the techniques that directors had acquired through years of silent
films.

If you look around you at the men and women whom you can call happy, you will see that
they all have certain things in common. The most important of these things is an activity which
at most times is enjoyable on its own account, and which, in addition, gradually builds up
something that you are glad to see coming into existence.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1

This sense of future obligation within the rule makes possible the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continuing relationships, transactions, and exchanges that are beneficial to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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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3

Plants know how to attract to their own rotting only those microorganisms and earthworms that
will produce beneficial minerals for the soil where the plants’ siblings will grow.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We wanted Grey to make a set that would draw together the pieces w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Living Faith - Jimmy Carter

Even as president, while I was attending Washington’s First Baptist Church, the regular teacher
and I would set aside a few Sundays each year for me to teach the adult class.

Romans 7:15-18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And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 agree that the law is good. As it is,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I know that nothing good lives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2012학년도 수능 32

Most people interpreted this arm recovery to mean an underwater recovery. In the 1920’s,
however, someone challenged the rules and reinterpreted this arm recovery to be an
out-of-the-water recovery.

The Purpose Driven Life - Rick Warren

The Bible is clear that God considers 40 days a spiritually significant time period. Whenever
God wanted to prepare someone for his purposes, he took 40 days.

- 41 -

Going on Seventeen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I saved money and started to pull myself out of debt.

Similarly, the company's researchers watched as parents had difficulty opening the baby wash
bottle while bathing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only one had free.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

I went to the local service center to get it repaired, but the poor service I received there only
complicated the problem.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

The Arabs and Indians picked up the idea from the Chinese as well, and named this delicious
dessert sherbet.

The Korea Herald

North Korea carried out a meticulously choreographed funeral for late leader Kim Jong Il on
Wednesday and affirmed that the country was now in the “warm care” of his young son,
extending the Kim family’s hold on power to a third generation.

2010학년도 경찰대 1차시험 45

He had bought it all from the home shopping networks that came through his television into his
living room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He ordered a package almost every day. Some
of what came he gave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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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6

On the first day of Spanish class, you read us a paragraph in a language that we knew nothing
about, and I didn't understand a word of it. From the panicked faces I saw around the room,
none of my classmates did either.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4

Because we do not put rejected items out of our minds, we experience the disappointment of
having our satisfaction with decisions reduced by all the options we considered but did not
choose. 기회비용 이야기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6

What you think boring your friends may find exciting; what you consider pointless they may
find meaningful.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32

In other words, what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do today, by all means put off until
tomorrow.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

The psychiatrist challenged his colleagues with a boast: “I’ll bet that my technique will enable
me to get a new patient to talk about the most private things during the first session without my
having to ask a question.”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

The Big Friendly Giant expressed a wish to learn how to speak properly, and Sophie
volunteered to give him lessons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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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

The spread of prosperity, the single-family home, the invention of television and computers have
all made it possible for us to live private lives unimaginable to previous generations.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

This makes it worthwhile for the strong pig to push the lever. The outcome is that the strong
pig does all the work and the weak pig does most of the eating.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

With smaller herds, the Lapps found it more difficult to survive, and the snowmobile was
eventually viewed as a product that drove the Lapps into poverty.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

At certain times in history, cultures have taken it for granted that a person was not fully human
unless he or she learned to master thoughts and feelings.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

We appreciate you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inspect your copier.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I took an orange-labeled can out of the refrigerator and made myself a glass.

2009학년도 수능 20

So, be sure to make your budget realistic, so that you can be confident that you will be able to
pay for all aspects of the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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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사 + 부사
Essential Biology with Physics, Campbell

Take any biological system apart, and you eventually end up at the chemical level.
타동사+부사 표현도 5형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apart 자체가 biological system의 상태/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5형식처럼 보아도 됩니다. apart가 부사로 ‘서로 떨어져서 , 분리되어 ~’ 이런 뜻인데요,

put your hands on the table. 2형식을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on the table이라는 전치사구가 ‘탁자 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사 하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주세요.

2003학년도 수능 46

If your determination is firm, clear, and sincere, then you will be able to put that emotion and
memory aside and find peace of mind.

My mom sometimes baked apple pie. Awaring that I love that crispy, sweat and full-of-love
masterpiece she always set some pieces aside for me who rarely comes back until 11PM or
eve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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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어 it
2형식 문장을 공부할 때 가주어 it에서 설명했듯이 영어에서는 긴 문장성분을 뒤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
어가 긴 경우에 긴 목적어를 뒤로 돌리고 원래 목적어가 있던 곳을 it으로 대체해줍니다.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등 의미 자체가 가목적어 it을 자주 취하게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
러분이 많은 글을 읽어가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7

Make it your mission to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 in current events, music, fashion,
science, food, transport, and even TV.

2013학년도 수능 21

We take it for granted that film directors are in the game of recycling. Adapting novels is one
of the most respectable of movie projects, while a book that calls itself the novelization of a
film is considered barbarous.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21

His habit of skepticism made

him / it

easy to question many long-standing scientific

assumptions.

2006학년도 수능 33

Now and again she would glance up at the clock, but without anxiety, merely to please herself
with the thought that each minute gone by made it nearer the time when he would come.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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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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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여러 가지 어법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의 동사의 어법만 잘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동사라도 그 동사가 어떤 모양의 의미를
만드는 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5가지 형식 안에 소속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전치사나 부사, 접속사 같은 것들이 함께 쓰여서 문장의 성분을 문법적으로 정의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deprive of, 같은 것 ...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전치사 혹은 특별한 어순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담아내는지 그냥 익
숙해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32

So, for that matter, is the creation of a great painting, or an entrée, or a book, or a building
like Blenheim Palace, which took the Duke of Marlborough’s architects and laborers 15 years to
construct.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

I have seen people who are very good at their jobs but are poor at presenting themselves and,
hence, do not convince the audience of their capabilities.

2010학년도 수능 20

For that, I would like to ask for the kindness in your heart to forgive my unintended offense.

Warnings notify people of a hazard or danger.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If you feel threatened every time a perceived rival does well, remind yourself of your own
strengths and suc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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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The large birds laughed so loudly that the sparrow became annoyed. And then the sparrow bet
each of them ten worms that they couldn’t follow the course he had flown without encountering
the hardened atmosphere. They all took his bet; the crow went along to watch.
bet A B that ‥ (틀림없이 …이라고 말하여 [생각하여 ]) [A(사람)와 B(돈)] 내기를 하다
(※bet는 3중 목적어를 취하는 예외적인 동사)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that절을 목적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부사절로 보는 견해
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어법도 있구나 하고 해석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He bet them $300 they wouldn’t succeed.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They found that for fifteen-month-olds, mothers’ rules and requests centered on ensuring the
children’s safety and, to a lesser extent, protecting the families’ possessions from harm;
respecting basic social niceties (“Don’t bite”; “No kicking”); and learning to delay getting what
they wanted.
center on 이 자동사로 쓰인 것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5

He then asked the participants to generate a broader description of those people on the basis of
the six words.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is natural and can be motivational. However, too much of it
leads to envy, especially if you’re ungenerous toward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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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help의 어법은 조금 변칙적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It may help to understand that nobody can create a self from scratch.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men’, 즉 특정하지 않고 필자와 독자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 암묵적으로 공유가 된 것이
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여기서 to가 빠지고 원형으로 써도 맞습니다.

Through the commission they helped bring into being, all Americans have learned what needs to
be done to make sure a tragedy like September 11 never happens again.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

However, the same technologies that help separate us from the crowds als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and record our behaviors.

2012학년도 수능 31

They do so probably to help smooth out the ‘rough edges’ of life, to make the unbearable
bearable and the offensive inoffensive.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Geothermal heat, generated inside the Earth, helps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at a
depth of several meters at a nearly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10°C to 20°C.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This gave the portrait an immediacy, which allowed the contemporary Italian are historian
Vasari to attribute to her the development of the conversational portrait, as opposed to the
formal frontal or profile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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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와 관련된 동사의 어법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어느 부위를 V하다 라는 의미의 틀을 만드는 동사들은 아래와 같은 어법으로 씁니다.

V O prep 부위
O의 ‘부위’를 V하다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

Discourage young children from picking up kittens and cats, because they may squeeze them too
hard around the belly and make them hate being carried for life.

In common dog-greeting behavior, dogs are supposed to lick their superior under the chin and
around the lips to show their submissiveness.

Jim felt as if he had been hit in the chest with a hammer.

2012학년도 수능 34

Living things naturally return to a state of balance. When we are disturbed by forces acting on
us, our inner machinery kicks in and returns us to a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return 동사 자체가 ~로 라는 의미만 필요합니다. 즉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return to 를 하나의 동사처럼 보
고 a state of balance를 목적어로 보는 것은 사실 약간 어색합니다.

2010학년도 수능 19

He had been putting off doing his chemistry report which was due on Monday.

Yet our customs have not caught up with our technology, and we continue to visit the doc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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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명사 상당 어구
품사가 명사인 것들을 통틀어서 명사 상당 어구라고 합니다.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 명사적 to부정사
‘~하는 것 ’으로 해석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용언인 동사 ‘-하다’를 ‘-하기 ’, ‘-하는 것 ’, ‘-함’ 등으로 활
용하면 명사가 되듯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학년도 수능 49

Once a week, write a heartfelt letter. Taking a few minutes each week to do so does many
things for you. Picking up a pen slows down long enough to remember the beautiful people in
your life.

2012학년도 수능 25

Among many possible activities, walking is one of the easiest ways to get some minutes of
exercise after a meal.

Fans boast their connection with victorious teams much more loudly because at some level they
believe that being associated in a concrete way with such teams makes them look better.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3

Studying history is not about memorizing what we have been told ─ it requires us to
investigate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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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여기서 다루게 되는 내용 중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의문사가 명사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사절 , 의문문도 만드는데 그것들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궁금한 것
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었을 때, 그 문장 자체의 사실여부를 알
고싶을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단지 문장의 배열만을 바꾸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
니다.

Amazing Grace 가사 응용

Is it for real that he loves such a wretch like me?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들면 It is for real that he loves such a wretch like me.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이
라서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정말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가주어 it이 있는 문장이라서
조금 더 간단한 것도 하나 더 살펴보면 ,

Is the news that he promoted me for real? promote 승진시키다
평서문으로 바꾸면 The news that he promoted me is for real. 이렇게 되겠죠?

2013학년도 수능 42

Should you buy the smooth-textured strawberry jam or the one with less sugar? Does the more
expensive jam taste better?
평서문으로 바꾸면 You should buy the smooth-textured strawberry jam or the one with less sugar.

The more expensive jam taste better. 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사실여부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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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

Do you think that being able to list all the reasons you love a person enables you to love that
person more or differently?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들면 You think that being able to list all the reasons you love a person

enables you to love that person more or differently.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로 사실이라서 ‘you’가
‘that~ ’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24

Have you ever heard anyone say of a dog, “Well, he’s very successful and lives in a beautiful
house, but he’s not very happy”?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들면 You have ever heard anyone say of a dog.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로 사실이
라서 ‘you’가 ‘anyone이 개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 것 ’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위의 4개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①

평서문의 서술어가 be이면 be를 맨 앞으로 보냅니다.

②

평서문의 서술어가 조동사 
 이면 조동사만 맨 앞으로 보내고 
 를 그대로 둡니다.

③

평서문의 서술어가 일반동사 V이면 마치 강조처럼 do 
 로 바꾼 다음, V가 지니고 있던 ‘시제, 수’에 대
한 정보를 모두 짊어지고 do/does/did/의 모습이 되어 맨 앞으로 갑니다. Matthew 11:28, Hebrew 4:15

④

평서문의 서술어의 시제가 완료시제인 경우에는 have가 조동사 및 do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③의

예를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더 볼게요.

Someone called me. → Did someone(anyone) call me?
any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일 때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평서문에서는 절대로 any를 쓰지 않는다는게 아니구요
any가 만드는 의미의 느낌이 some과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 ? 누가 나한테 전화했었네..’ 이렇게 얘기할 때
Oh, someone has called me. 이렇게 얘기하지
Anyone has called me.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any를 평서문에서 쓸 때는 can과 함께 쓰여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본 것이구요 이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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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9

Is it possible that Spindle’s loss of his mother left an empty space in his life? And that the
contact with a dependent baby helped to fill that space?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

But can experience alone be the best way to be a manager?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

Was it something you did or something you failed to do?

2013학년도 수능 37

Why is it difficult to find a runner who competes equally well in both 100-m and 10,000-m
races?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

Can such moments be attributed to mere coincidence?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Can an employer trust the employee to do his or her work without a manager watching?
with A B 구문이 있듯이 without a manager watching도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employee to do에서
to do는 ‘~할 것을 trust’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 54 -

Going on Seventeen

2003학년도 수능 44

Would a modern music composer be your first choice for a hero? Or would you think of the
painter of a contemporary masterpiece? If you are like most people, the answer to both
questions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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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바로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평서문의 사실
여부 만을 알고 싶은 것이었다면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평서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
부사어 ]의 정보들 중에 하나가 빠져서 그걸 알고 싶은거에요.

알고 싶은 내용인 문장 성분의 자리에 적절한 의문사를 넣어줌으로서 사실 의문문이 완성된거라고 보아도 됩니다.
구어체에서는 그냥 그렇게도 쓰니까요.

Who called me?
‘누가’ 나한테 전화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이니까 주어 자리에 who를 써줍니다.

Your name is what?
너의 이름이 ‘무엇 ’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주격 보어인데 그 곳에 의문사 what을 넣어줍니다.

The world would be like What without art.
예술이 없는 이 세상이 ‘무엇 ’같을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무엇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what’을 목적어 자리에 써줍니
다.

You live in where?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where를 마치
부사를 쓰듯이 써줍니다.

Spindle acted that way why?
Spindle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왜’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why를 마치 부사를
쓰듯이 써줍니다.

You get up when?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when을 마치 부사
를 쓰듯이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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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문문은 결국 ‘알고 싶은 것 ’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주고, 나머
지 부분은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어와 동사를 도치해줍니다. 그런데 의문사의 자리 자체가 ‘주어 ’인
경우에는 도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 ’의 자리를 의문사로 치환해준 것만으로 의문문이 완성됩니다.
즉, ‘알고 싶은 것 ’의 자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절 = 의문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순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바로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
절 ’이 되는 것입니다. ‘~지 ’로 해석이 마무리 됩니다.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걸 ‘간접의문사절 ’라고도 부르는데요,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부드럽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D

위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의문문/간접의문사절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Who called me?
Who called me

②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야?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니 ?

What your name is

③
④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without art?

예술 없이 (없다면 ;의역 ) 세상은 어떠할까?

What the world would be like without art.

예술 없이 세상이 어떠할지

Where do you live in?
Where you live in

너 어디에 사니 ?

네가 어디에 사는지 (네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

Why did Spindle act that way?
Why Spindle acted that way
When do you get up?
When you get up

Spindle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
Spindle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너 언제 일어나니 ?

네가 언제 일어나는지 .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더불어서 if, whether도 의문사로 쓰입니다. ‘~인지 (아닌지 )’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
다. if, whether가 부사절만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if 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조건 ’이나 간혹

even if에서 even이 생략된 의미로 쓰이는데 명사절을 이끌 때는 ‘~인지 ’, ‘~할 수 있는지 ’의 의미로 쓰입니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

A few years ago we purchased a brand-new camper van. Not long after we bought our camper,
a friend of ours asked if her family could borrow it.
캠핑카를 산지 오래 되지 않아서 친구의 가족이 캠핑카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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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수능 49

The purpose of your letter is very simple: to express love and gratitude. Don’t worry if you’re
not good at writing letters. If you can’t think of much to say, start with short little notes like,
“Dear Jasmine, How lucky I am to have friends like you in my life! I am truly blessed, and I
wish you all the happiness and joy that life can bring. Love, Richard.”

2003학년도 수능 47

Everyone makes decisions every day. What clothes should you wear? Should you go out tonight
or stay home and study?

2003학년도 수능 47

What route is probably the fastest? You know where the mall is, and you choose the best route
based on what you know about the distance, the number of stop lights, and the amount of
traffic.

2008학년도 수능 38

What is considered a status symbol will differ among countries, based on the states of their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on status symbols will change over time.
이건 궁금한 것에 해당하는 what이 5형식에서의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나중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다룰 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

This unspoken timetable provides you with a social clock, a schedule that tells you if you’re
keeping pace with your peers, are ahead of them, or are falling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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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When was the last time this town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on education?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9

Why did Spindle act that way, burdening himself with the care of a sickly youngster?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9

Can you imagine what the world today would be like if Leonardo da Vinci had become a
farmer or Wolfgang Amadeus Mozart a banker?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without art?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3

Studying history is not about memorizing what we have been told ─ it requires us to
investigate the past.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

That’s an image that gave meaning and fullness to what it meant to live in Canton.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Today,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The days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2003학년도 수능 49

Once you decide to try this, you’ll probably be amazed at how many people appear on you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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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tial Liberalism

It is interesting here to compare Machiavelli’s idea of “virtue” with Kant’s on “duty.” What
implications would Kant’s morality have for the international system? Is it realistic to imagine
states acting in accordance with Kant’s standards?

2013학년도 수능 38

Scientists should be careful to reduce bias in their experiments. A bias occurs when what the
scientist expects changes how the results are viewed.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1

The employees cannot develop a perception of trust with higher-ups when some don’t even
know what they look like.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5

Yet Asch found striking differences in how the participants characterized the target person,
depending on whether the first words they encountered were positive or negative.

Effective Speaking - Dale Carnegie

All through the meal he kept asking the master of ceremonies who the person in the blue suit at
one table was, or what the name of the lady in the flowered hat was.

2009학년도 수능 46

After a few steps she turned around, and from where the professional three-point line must be
now, she effortlessly flipped the ball up in the air, its flight truer than I’d witnessed from any
boy or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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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24

They say things like, “I know where everything is.” Or they say non-humorous things such as,
“A clean desk is a sign of a sick mind.”

2008학년도 수능 21

Every time I walk in this garden, I think, “Now I know what it is like to live in paradise.”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9

Who, if not the government, would house these treasures for future generation?

- 61 -

Going on Seventeen

What에 대하여
what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사로 볼 수도 있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절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what의 특성상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그런가보다’하고 읽어보시고, ‘형용사 상당어구’편을 공부한 후에 다시 읽
어봐주세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사절 ’입니다. what을 제외한 다른 관계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어떤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역할만을 감당하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All that I once loved.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
A man who forgave me without reward.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준 사람.
The place where you call. (그 곳에 있으라고) ‘부르신 ’ 곳
이렇게 다른 관계사들은 그 관계사절이 설명해주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명사’가 존재합니다. 진한 글씨로 표시해
둔 것이 바로 그 명사이고, 이걸 ‘선행사’라고 말합니다.

즉, 선행사가 메인이고 관계(대명 /부)사절은 선행사가 어떤, 무슨 것인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What은 선행사를 ‘자체적 ’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What ~ = the thing whic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what의 ‘자체내장 선행사’는 아주 ‘두루뭉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게 느껴
지시나요? 그냥 ‘the thing’ 일 뿐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의 아이스크림케잌 상품 중에 ‘와츄원’이라는게 있는
데요 케잌 조각 하나하나가 다 다른 맛이에요. 아마 그게 자기가 원하는 맛을 고를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이 원하는 것 ’ 이 되겠죠?

What you want
What I have
What you said just a moment ago
What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What is going on

당신이 원하는 ‘것 ’
내가 가진 ‘것 ’
네가 방금 전에 말한 ‘것 ’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

근데 마지막 두 개는 아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배웠듯이 그 자체로 의문문이기도 하다는거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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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이 ‘자체 내장 선행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what이 이끄는 절은 그 자체로 ‘명사절 ’입니다.
그래서 ‘~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절과도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what
절을 의문사절처럼 해석하든지 관계대명사절처럼 해석하든지 크게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살펴볼게요~

Romans 12:2, ESV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hat이 명사절을 이끌긴 하지만, 여기서는 의문사가 아니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까 the thing which is the will of God, the thing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what을 의문사로 생각해서 what the will of God is, what 의문사는 그 자체가 명사여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 , what [the thing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is.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What

S V 어순에서 S를 반드시 명사상당어구로 막아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0학년도 수능 20

I just did not know what the word really implied.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48

My pauses, as I drank the coffee, not only gave my students time to think about what I had
said, but gave me time to think about what I was going to say next.
what 을 의문사로 보아도 되고,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대명사로 보아도 됩니다. what 이 ‘목적격 ’또는 ‘보격 ’ 관
계대명사인 경우와 의문사인 경우는 대개 같은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The Common Sense of Science, J. Bron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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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of course nothing sacred about causal form of natural laws. Nevertheless, we are
accustomed to this form, until it has become our standard of what every natural law ought to
look like.

2008학년도 수능 31

One key social competence is how well or poorly people express their own feelings. Paul
Ekman uses the term ‘display rules’ for the social agreement about which feelings can be
properly shown when. Cultures sometimes vary tremendously in this regard.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about which 를 전치사+관계대명사 처럼 해석을 하려는데 뒤에 갑자기 when이 나오
네요. 여기서는 ‘which feelings can be properly shown when’이렇게,, ‘어떤 감정이 언제 적절하게 보여지
는지 ’에 대하여 ~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의문사절입니다.

When they prescribe medication for us, we take it on faith that their diagnosis is correct and
what they prescribed for us is exactly what we need to get better.

What seems to annoy us in queues is seeing people get ahead. This is why, says Richard
Larson, an authority on queue, any number of companies ― from banks to fast-food chains ―
have switched from systems in which multiple lines feed multiple servers to a single, serpentine
line.

2012학년도 수능 32

Until the 1920’s, there were only three competitive swimming strokes ─ freestyle, backstroke,
and breaststroke ─ and each had specific rules that described how it was to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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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복합체’
what, which 등이 의문사이기도 하지만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정사로도 쓰입니다.
해석은 마치 부정 (不定), 즉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처럼 해석되죠. this, that이 대표적인 한정사입니다.

What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machine?
‘무엇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What component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machi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What은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정사인 것입니다.

What component 이만큼 전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문사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내용은 이후에 형용사 상당 어구 단원에서 다루게 될 ‘관계형용사’와도 깊게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
2003학년도 수능 45

How often, in fact, do we stop to think about what we believe?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

It doesn’t matter what size company you work for; you can always be the cream.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

Although there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signed by some governments, people are killing
whales without considering what future consequences this will have.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Which of these contradictory proverbs shall we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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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수능 37

“Why, in country after country that mandated seat belts, was it impossible to see the promised
reduction in road accident fatalities?” John Adams, professor of geography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wrote in one of his many essays on risk.

Discovery Channel, Origin of Life 中

How much energy did this thing have?

2010년 3월 시행 전국연합 41

Which liter of rice gets through more quickly?

공동경비구역 JSA 대사 中
어떤 외국 배우분 : What they both really want is that this investigation proves nothing after all.

이영애 : And that’s why they agreed to request an investigation by the meager Neutral Nation

Supervisory Commission?
어떤 외국 배우분 : Those prisoners who chose not to go to either side really wanted to go to

Sweden or our Switzerland. But These two countries that originally established the NNSC to
overlook the divided Koreans refused to let them in and they were turned down cold.
Whenever I think about those 76 prisoners, I really question myself just how humanitarian these
two permanent neutral states really are.

2010년 3월 시행 전국연합 41

Take a liter of rice and pour it all at once through a funnel and into a empty beaker. Note how
long it takes. Next, take the same rice and pour it, not all at once, but in a smooth controlled
flow and measure how long that process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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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

______________about where to find the scenic vistas that would entertain and enlighten the
tourists.
빈칸완성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어볼 때 기억이 나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빈칸에 해당하는 부
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2011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18

The key to understanding why they do not increase their work effort to get more things as we
do is that __________.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

In 2005 Belgian researchers at Leuven University confirmed just how the link between
temperature and taste work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

I can’t tell you how sorry I was to learn that the flood caused almost total damage to your
home. I can only imagine what a terrible loss it must be.

Problems and projects, Goodman Nelson

Consider baggage at an airport check-in station. The spectator may notice shape, size, material,
and even make of luggage; the pilot is more concerned with weight, and the passenger with
destination and ownership. Which pieces of baggage are more alike than others depends not
only upon what properties they share, but upon who makes the comparison, and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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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수능 37

When the roof leaks, only the parent worries about what contractor to employ or about how he
will repair it himself.

Poor sales, empty shelves or weakened profits do not easily direct producers or providers
towards how better to adapt to changes in consumer demand except by lowering or increasing
prices.

Some children at 14 months, in confrontations with their siblings, perform acts that apparently
reflect some understanding of what will annoy the other person.

2012학년도 수능 18

In this digital age, images are essential units of information, and knowing how to use
photography effectivel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2012학년도 수능 20

After seven months, the first toys made landfall on beaches near Sitka, Alaska, 3,540 kilometers
from what / where they were lost.

Consider a situation in which a district attorney and a criminal are each making statements
about whe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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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수능 18

The law about this considers such questions as whether this exists, what the meaning of this is,
whether this has been broken, and what compensation is due to the injured party.

Luke 12:22, ESV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Fo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2012학년도 수능 24

If they worked in a well-organized environment for any length of time, they would be surprised
at how much more productive they were.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What everyday rules for behavior guide parents’s efforts to socialize their toddlers and
preschool-age children?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41

When people in the future look back on 2005, what tool will they marvel that we functioned
without?

The first method can be time-consuming, but you do not then have to remember which meeting
a particular topic was discussed at to find the pap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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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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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Driven Life - Rick Warren

Today the average life span is 25,550 days. That’s how long you will live if you are typical.
Don’t you think it would be a wise use of time to set aside 40 of those days to figure out what
God wants you to do with the rest of them?

The Purpose Driven Life - Rick Warren

These Questions will help you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what you have read and how it
applies to you personally.

2009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37

Stanley Milgram, a psychologist of Harvard University, carried out an exceedingly interesting
experiment. In the experiment, subjects were merely asked to state which of two successive
sounds lasted longer.

2008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8

The company has collected data on the habits of millions of Web surfers, recording which sites
they visit and which ads they click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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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tter + 의문사, 그리고 복합관계사
No matter 와 의문사가 함께 쓰여서 절을 만듭니다.
‘언제나’, ‘어떠하든지 ’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됩니다.

No matter

[what/when/which/who/where]

No matter what I do
No matter when you need me

(S) V,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No matter which you choose

네가 무엇을 고르든지

No matter where I go

내가 어디에 가든지

No matter who comes

누가 오더라도, 누가 오든지

No matter whom you meet

네가 누구를 만다든지

그런데 No matter 의문사 를 의문사ever로 바꾸기도 하는데, 의문사ever는 경우에 따라 복합관계사이기도 합니
다.

다시 말해서 , No matter~ 의 형태로 쓰여 있으면 위에서 한 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의문사ever 의 형태로 쓰여 있으면 그것이 no matter의 의미인지 , 복합관계사의 의미인지 문맥으로 판단해야합니
다.

whatever = anything that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whoever = anyone who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whomever = anyone whom
whichever = anything that 혹은 any one of them that
wherever = any place where
whenever = any time when

anyone who와 유사함, 주격과 목적격의 차이
(~중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할 때라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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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수능 43

However qualified a person may be, he will not be able to make the best use of his
qualifications without concentration. He can hardly be called qualified at all.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Masks are too heavy to uphold indefinitely, and no matter how well you believe you are
disguising yourself, others always know.
스스로 아무리 변장을 잘 했다고 믿더라도,

Luke 12:21, NIV

This is how it will be with whoever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anyone who
anyone who의 의미입니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For whatever becomes a work of art of any kind does so as a result of an act of creation, an
act of artistic composition, an act involving the art of make-believe.

Whatever food was shared in the Pilgrims’ early version of Thanksgiving - probably turkey,
pumpkin, and squash - was provided by or supplied with the aid of the local Native Americans.
Any ‘food’ which was shared in the Pilgrims’ early version of Thanksgiving. 까지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경우 관계형용사로 쓰인겁니다. ‘의문사 복합체’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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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was to be shown was taken from the angle which most clearly presented it and its
movements.
Anything which의 의미입니다. 명사절을 이끕니다.

If you are not well behaved in your own family circle, you will hardly be truly so anywhere,
however strictly you may conform to the observances of good breeding, when in society.
No matter how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교양을 준수하는 것에 적응하던 간에,,

If you see a man behave in a rude and uncivil manner to his father or mother, his brothers or
sisters, his wife or children; or fail to exercise the common courtesies of life at his own table
and around his own fireside, you may at once set him down as uneducated, whatever
pretensions he may make to gentility.
No matter what의 의미입니다. 그가 스스로 매너있게 보이기 위해 어떤 가식을 만들던 간에,

- 73 -

Going on Seventeen

의문문의 강조 & 특별한 용법
의문문도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강조하는 방법이 살짝 다
른데요. 제가 아까 ‘의없의 ’랑 ‘의있의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던걸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거에
요. ‘의없의 ’의 강조와 ‘의있의 ’의 강조 모두, 결국

평서문의 강조구문으로 만들고 → 어순 변화시키기
이런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만 자세히 알아두면 ‘읽어내는’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시작해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강조
Did you turn in homework to me yesterday?
너 어제 나한테 숙제 제출했니 ?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강조할 때는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정해야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
이 너 , 어제, 나한테, 숙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① 어제 나한테 숙제 제출한 사람이 너야?
② 어제 니가 나한테 제출한게 숙제였어 ?
③ 니가 나한테 숙제 냈던게 어제였나?
④ 니가 어제 숙제를 낸게 나한테 낸거였어 ?
이렇게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위의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You turned in homework to me yesterday.입니다.
강조하는 것을 바꿔가면서 평서문의 강조용법으로 바꿔볼게요

① It was you that turned in homework to me yesterday.
② It was homework that you turned in to me yesterday.
③ It was yesterday that you turned in homework to me.
④ It was to me that you turned in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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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각각의 문장들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① Was it you that turned in homework to me yesterday?
② Was it homework that you turned in to me yesterday?
③ Was it yesterday that you turned in homework to me?
④ Was it to me that you turned in homework?

사실 ‘생소’했을 뿐이지 이제는 읽어보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실거에요

:) 우리의 언어적 감각 안에 추가 뙇!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강조
결론부터 말하면 ‘의있의 ’의 강조구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의문사

is(was)

it that ~

‘의있의 ’를 만드는 과정에서 , ‘알고싶은, 아직 모르는’ 문장성분의 자리에 의문사를 넣어주고 아직 의문사를 앞으
로 빼주지 않은 상태는 그냥 일반 평서문과 어순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평서문의 강조용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순의 변화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의없의 ’를 강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바로 갈게요.

Who called me last night?
Who called me last night.
It was who that called me last night.
Who was it that called me last night?
What is your name?
Your name is what.
It is what that is your name.
What is it that is your name?
유독 이 예문만은 어딘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의문사의 자리가 주격보어인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without art?
The world would be like what withou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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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hat that the world would be like without art.
What is it that the world would be like without art?
Where do you live in?
You live in where
It is where that you live in
Where is it that you live in?
Why did Spindle act that way?
Spindle acted that way why
It is why that Spindle acted that way was
Why is it that Spindle acted that way?
When do you get up?
You get up when?
It is when that you get up.
When is it that you get up?
When was the last time we ate out?
The last time we ate out was when.
It was when that we ate out last time
When was it that we ate out last time?

자 우리는 지금 독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고계시면 되구요, 예문을 챡챡 읽어나
가면서 연습해봅시다.

What is it that only I can do?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He knows my name - Tommy Walker 가사 응용

Who is it that planned my life before even time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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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it that is common to them all? What relates a painting to a song, and a play to a
dance? The most basic relationship is that the arts are concerned with emotions, and with our
feelings about things.

2008학년도 수능 40

Why is it that if you tickle yourself, it doesn’t tickle, but if someone else tickles you, you
cannot stand it?

간단한 의문문의 경우 문장성분들을 많이 생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Why not?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Why do we not V O? 이런 형태의 의문문은 ‘권유’하는 의미이고, 청자가 we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
기 때문에 과감히 do we를 생략해서 Why not V O? 이렇게 씁니다.

한동대학교 슬로건

Why not change the world?
슬로건이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Learn to give to others: 배워서 남주자

입니다.

앞에서 4형식 공부할 때 ‘~에게’에 해당하는 간접목적어는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서 전치사 to를 빌리기도 한다
는거 기억나시죠?

2013학년도 수능 39

The choice is up to you, so why not imitate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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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 부사
2012년 3월 시행 전국연합 19

It was not. After two terrible years, the frustrated inventor had to work his passage home on a
merchant ship. Arriving penniless in Boston, he discovered that in his absence a man called
Isaac Singer had stolen his patent and set up a sewing machine factory.
work one’s passage 는 ‘뱃삯 대신 일을 해서 뱃삯을 치르다’ 라는 뜻입니다 =_=. 약간 느낌이 잘 안오죠? 영
어에서는 낱말의 ‘품사’가 ‘자리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의미의
틀’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 하고자 하는 말의 짜임에 따라서 특정한 어순으로 그 의미를 담아내기로 ‘약속’한다
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어순에 낱말을 끼워 넣기만 하면 그 ‘자리 ’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된다는 뜻이에
요. 예를 들어서 water 라는 명사는 ‘동사의 자리 ’에 쓰이면 ‘물 주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명사와 동사의 장벽이

‘자리 ’만 맞으면 허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품사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현상은 특별히 명사와 부사 사이에서 정
말 자주 일어납니다. I’m home. 이 문장에서 home은 주로 명사로 쓰이는건데 이게 ‘집에’ 라는 뜻의 부사입니
다. I’m at home. 또는 I’m in home. 으로 쓰면 정말 맘에 들겠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대요. 좀 더 어려운 예
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 35

She believed that human nature is pretty much the same the whole world over; at least the
general plot and motivation of the great tragedy would always be clear.
명사-부사 하이브리드!! the same (among 없어도 됨)the whole world over

2013학년도 수능 24

One reason most dogs are much happier than most people is that dogs aren’t affected by
external circumstances the way we are.

Just the way you are - Bruno Mars

’Cause girl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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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경찰대 1차시험 16

Compliments, by their nature, are highly biodegradable and tend to dissolve hours or days after
we first receive them―which is why we can always use another.
여기서도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저절로 분해된다] 라는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hours or days 가 명사이지만 그 형태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사’의 느낌을 알아봅시다. Study abroad는 해외‘로’ 공부하러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부사는 전
치사가 주로 감당하는 조사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냥 명사인데 전치사 없이도 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사-부사 하이브리드’라는 말로 표현해보았습니다.

A: When shall we go out? 언제 나갈까?
B: In ten minutes. 십분 후에~
이렇게 [전치사+명사]가 함께 다니며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영어에서는 명사와 부사의 형태
적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Essentials of public relationships - Dennis L. Wilcox, Phillip H. Ault

Commercial organizations at times invite celebrities of various types or pay them fees to dress
up dinner meetings, conventions, and even store openings.
for 정도의 전치사가 들어가면 참 맘에 들 것 같아요. 이 문장의 해석을 주고 다시 영작하라고 하면 for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for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 79 -

Going on Seventeen

I-4 형용사 상당 어구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구가 아무리 길어도 피수식 명사의 앞에 위치하지만(전치수식 ) 영어는 대부분
피수식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는 점이에요(후치수식 ). 물론 하나의 단어로 된 형용사의 경우 우리말과 같이 전치수
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경우(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관계사절 , 분사, 형용사구)에는 대체로 후치수식
합니다.

일반 형용사의 후치수식
분사도 아니고 전치사구도 아닌 , 말 그대로 ‘한 단어짜리 ’ 순수 형용사가 명사상당어구의 뒤에 곧바로 붙어서 수식
하기도 합니다.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

Rather, these people spend an amount similar to what they were used to in their previous area,
even if this means having to squeeze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to smaller or less
comfortable homes.

2010학년도 수능 18

This, in the simplest definition, is a promise enforceable by law. The promise may be to do
something or to stop from doing something.
여기서 a promise (which is) enforceable by law.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
만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쓰는구나’ 하고 익숙해집시다.

:D 언어적 감각 안에 추가 뙇~! ㅋㅋ
2009년 6월 시행 고2 교육청 45

He got a group of ten-year-olds to do a series of puzzles easy enough that all could do well.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7

Color perception greatly facilitates the ability to tell one object from another and especially to
pick out objects within scenes, an ability crucial to the survival of man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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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y 8th edition - Campbell/Reece

The cells of people with inherited lysosomal storage diseases lack a functioning hydrolytic
enzyme normally present in lysosomes. The lysosomes become engorged with indigestible
substrates, which begin to interfere with other cellular activities. In Tay-Sachs disease, for
example, a lipid-digesting enzyme is missing or inactive, and the brain becomes impaired by an
accumulation of lipids in the cells. Fortunately, lysosomal storage diseases are rare in the
general population.

engorge

포식하다

Learning and Behavior, Paul Chance

We remember better when cues present during learning are present during recall. it follows that
we can improve performance by identifying cues that will be present during recall, and then
learning in the presence of those cue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A)

, two substances effective against Hodkin’s disease and certain other forms of cancer

come from the rosy periwinkle, a flowering plant native to the island of Madagascar.
native와 함께 indigenous, aboriginal, assimilate, encroach 도 함께 알아두세요 :)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In Three Sisters Playing Chess, Anguissola broke with tradition by concentrating on those scenes
and models available to her, painting her sisters in a domestic setting.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2

The snowmobile offered considerable relative advantages to the Lapps who used reindeer sleds
as their primary means of transportation.
이 문장은 형용사가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연달아 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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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대명사절
주격 관계대명사 ---> which V는 의미가 분사 후치수식 Ving 와 같은 맥락이다
which be[was, were, has been, had been] Ving 와 같은 맥락
또 Which be[was, were, has been, had been] p.p는 의미가 분사 후치수식 p.p 와 같은 맥락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와 be 동사를 함께 생략하면 분사의 후치수식이 되는것
People lacking self-confidence tend to give up on task much sooner than people with a strong
belief in their own abilities.

Cars left unattended in front of the hotel for more than thirty minute will be towed away at the
owners expense.
Cars (which are) left unattended in front of the hotel for more than thirty minute

한동대학교 홍보영상 中, Michael Fowler 교수님

Hanst is a unique, life-changing experience not found in any other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23

Instead of rededicating themselves to the exciting months and years ahead, they allow
themselves to be overwhelmed with the mistakes that they mad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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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분사는 ‘동사’를 재료로 만든 형용사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용언인 동사 ‘-(하)다’를 ‘-(하)는’으로, 또 피동형으로
만든 후에 ‘-(이 /히 /리 /기 )는’ 으로 활용하듯이 영어에서도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는 ‘능동’도 있고 ‘수동(피동)’도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재료로 형용사를 만들면 ‘~하는’과 ‘~되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분사에서의 분 자(字)가 分(나눌 분)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분사도 형용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형용사의 어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2형식 문장 중에서도 be, become, get 과 같이 ‘-이다’의 의미가 강한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되는’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가 주격 보어로 쓰이면 주어의 ‘상태/특성 /속성 ’이 ‘~된 상태’이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진행형은 주격 보어가 ‘현재분사’인 것이죠.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할 때, 명사와 분사 사이에 [관계대명사+be]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글쓴이가 간
단하게 쓴 것을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사가 형용사이고,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뒤
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언어적 감각’ 안에 추가해두고 익숙해지면 됩니다

:)
New York Times

Four women widowed by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 Kristen Breitweiser, Patty
Casazza, Lorie Van Auken, and Mindy Kleinberg ― have demonstrated the poser of ordinary
citizens to influence a huge bureaucracy―the federal government.
과거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경우 과거형 동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priest assigned to represent the devil's position, so to speak, brought balance to the debate.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

Then the molecules in the liquid-crystal layer sandwiched between the two lenses rotate, altering
the way they bend light.

rotate가 동사입니다

2012학년도 수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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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is new stroke ─ now known as the ‘butterfly’─ won recognition as the fourth
swimming stroke, and became an Olympic event in 1956.

One of my mentors, Anthony Robbinsons, explained to me that every emotion you feel has a
very specific physiology connected to it.

A diet rich in tomatoes and tomato products is strongly linked to a reduced risk of certain
cancers.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1

Physicians working in the field of the interactions of biologic rhythms with medications are
calling for medical training to include education on the daily rhythms of illness and research
into time-specific treatments.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9

But there was a major obstacle standing in his way.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2

A case of the negative impact of an innovation was reported by a researcher examining the
spread of the snowmobile among the Skolt Lapps in northern Finland.

Paintings from the 14th century on show people reading books with them.

Social facilitation was first documented in experiments conducted at the Hawthorne plant of the
Western Electric Company during the late 1920s and early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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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d “engineering” brings to mind images of roads and bridges and buildings, all designed
and constructed to precise specifications.
2013학년도 수능 18

Some faulty electrical wiring led to a fire breaking out and eventually destroying an entire block
of homes in the suburbs.
2013학년도 수능 18

Our city has only one fire station located downtown.

2011학년도 수능 26

An executed purpose, in short, i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are balanced against the resulting assets, and the ideal case is one in which ______.

전치사구
전치사는 그 위에 반드시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명사 의 형태로 구를 이루어서 형용사 또는 부
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명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형식과 5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을 공부
할 때 주격과 목적격 보어로서 전명구가 오는 경우를 떠올려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지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

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in the continents of
the world since 1990.

2012학년도 수능 23

I was about 150 yards off the beach, when I felt a sudden chill in the air followed by an
uncomfortable stillness.
여기서는 2형식에서 주격 보어인 형용사로서 off the beach 가 쓰인것입니다. about 150 yards는 ‘정도’를 의
미합니다. Pohang is about 600 kilometers away from Seoul. 과 같은 구조입니다.

- 85 -

Going on Seventeen

World Englishes, Andy Kirkpatric

Different varieties of English also have words that are unique to them. This is hardly surprising,
as vocabulary provides ways of talking about things or concepts that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to people of a particular culture.
of no use = useless 인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가르쳐온 학생들이 ‘of+명사’를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구요. of의
원래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뭔가 번역체스럽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8

And then one day, I finally understood what she had tried to show us, that reading was
housework of the very best kind.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We discover that the act of giving true love is more powerful than getting the hug you need─if
we can get over our own hunger for love, then we have reached the state of pure love, of being
connected to a larger ideal, bigger than our own individual life.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1

All were powered by mechanical-movement systems, and accuracy was of the utmost
importance.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

She also acquired a familiarity with fashionable people and with poor Irish farmers, all of which
was to be of use in her novels.
패셔너블한 사람들, 가난한 아일랜드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모두가 그녀의 소설
에 사용(of use) 되게 되었대요 (be to 용법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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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적 to부정사
‘~할’, ‘~하는’ 으로 해석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something to eat 이 있지요.
2012학년도 수능 18

Fortunately, enrolling at the Hobbiton Institute of Photography is one of the easiest, most
cost-effective ways to take your photography to the next level.
당신의 사진 찍는 기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take)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래요.

way, method 같은 동사 : 우리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to 부정사의 후치수식과 자
주 같이 쓰입니다.

2012학년도 수능 27

In reality, the people who are most different from us probably have the most to teach us.
우리랑 가장 다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18

I can’t tell you how sorry I was to learn that the flood caused almost total damage to your
home.
how sorry 이거 의문사 공부할 때 ‘의문사 복합체’얘기했던거 기억나시죠? 여기서의 to learn은 ‘~하게 되어서 ’
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에요. I’m glad to meet you.에서의 그 to와 같은 느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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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절과 동격절
관계사절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사절이 포함된 문장이 원래 두 개의 문장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형용사化 해서 , 즉 ‘안긴문장’으로 만들어서 선행사 뒤에 붙여주는 것 이 관계사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The girl who won the first prize in singing contest is my cousin.
선행사는 The girl입니다. who won the first prize in singing contest가 the girl을 나타내는 ‘관계사절’입
니다. The girl = who입니다.

The girl won the first prize in singing contest. She is my cousin.
이런 두 개의 문장에서 The girl = She 인데,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he를 who로 바꾸고

the girl 뒤로 옮겨줍니다. The girl = She = who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아이냐 하면 노래대회에서 1등한 아이임 . 그 아이가 내 사촌이야.

the girl처럼 의미의 중심이 되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로
변하게 될 문장’에서의 주어잖아요? who라는 관계대명사의 격이 주어라는 의미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This is the boy whom I mentioned yesterday.
선행사는 the boy이고 관계대명사 whom이 the boy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oy. I mentioned him yesterday.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선행사인 the boy가 뒷 문장에서 ‘목적어 ’입니다.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him을 whom으로 바꾸고, the boy 뒤로 옮겨줍니다. the boy = him = whom
그런데 여기서는 whom이 목적어의 자리였기 때문에 This is the boy I mentioned whom yesterday. 이렇
게 되는데요 the boy가 바로 내가 얘기했던 그 아이 (whom)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whom을 the

boy와 붙여줍니다. 그러면 This is the boy whom I mentioned yesterday.가 됩니다.
선행사를 의미하는 whom의 격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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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격 관계대명사
I live in a house whose wall is built of eco-friendly materials.
선행사는 a house이고 whose가 이끄는 절이 a hous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I live in a house. Its wall is built of eco-friendly materials.
이런 두 문장에서 앞 문장의 선행사는 ‘관계사절 ’, 즉 ‘안긴문장’으로 만들어질 문장에서 소유격에 해당합니다.
내가 a house 에 사는데, 그 house‘의 ’ 벽 (its wall)이 친환경 자재로 지어졌다는 것이니까요.
이 대 its를 whose로 바꿔주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집에 사는데, 그런데 그 집 ‘의 ’ 벽이 친환경 자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을 I live in a house. The wall of the house is built of eco-friendly materials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관계사절 ’, 즉 ‘안긴문장’으로 만들어질 문장 내에서 선행사를 의미하는 것을 ‘관계대
명사’로 바꿔주고 한 문장으로 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I live in a house the wall of which is built of eco-friendly material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뒤에
서 of which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구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Though it may cost my life, I will serve my people with love at the place where you call.
저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당신이 부르신 그 곳에서 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선행사가 the place이고 where부터 시작되는 절이 선행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where = the place입니다.
I will serve my people with love at the place. You call me (to be) the place.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the place를 설명하는 형용사 품사의 ‘안긴문장’이 될 두 번째 문장에
서 the place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 visited the town where he dedicated all his life to children without parents.
나는 그가 고아들을 위해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 마을을 방문했다.

That was the moment when he decided to live a life for those suffering from poverty.
그 때가 바로 그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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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 주격 관계대명사 / 목적격 관계대명사 / 관계부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선행사를 의미하는 그 관계사가 원래 문장에서 어떤 문장성분이었는가?’입니다.
이제 예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연습해보세요.

58기 사관학교 1차시험 21

A teen whose role models don’t use tobacco, alcohol, or other drugs may be positively influenced to
follow their example.

Jung-Jo is the king of the Chosun dynasty in 18th Century whose knowledge of Confucianism
overwhelmed his subordinates.

2003학년도 수능 43

Those who cannot make a success in their business or profession are the ones whose
concentration is poor.
Good poetry is one that moves our hearts to sympathize with the emotions of the poet himself
or with those of the persons whom his imagination has created.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후에 I 가 주어로 나오는 문장들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해석의 흐름이 살짝 끊겼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whom 이 이끄는 절의 주어가 his imagination 이 됩니다. 즉 ‘작가의 상상력 ’ 인거죠.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0

We have to focus only on those aspects that are shared by all plants and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all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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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4

When I was young, the only love I experienced was the immature, selfish love of “I love her
because she makes me feel good.” Now I think about the woman I love in terms of what she
wants.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

David Lahti and his colleagues have described how village weaverbirds lay eggs which all show
a very similar pattern of speckles, suggesting that if a cuckoo laid an egg in the nest, the
weaverbird will be able to spot the foreign egg almost immediately.

2003학년도 수능 46

If the person has died or really can’t be found, you can make a contribution in some way to
help others who have suffered from simila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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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격절
관계사절과 동격절은 사실 문법적으로 성격이 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절 ,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절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이렇잖아요?

원래 문장

~N~. S V O(C).

주격 관계대명사: ~N

관대(=S)

V O(C)

목적격 관계대명사: ~N

관대(=O)

S V

선행사 =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관계사절로 변하게 될 문장’에서의 목적어 ]이면
관계대명사 뒤에서 목적어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선행사 =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관계사절로 변하게 될 문장’에서의 주어 ]이면
관계대명사 뒤에서 주어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즉, 관계대명사절은, 본래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설명해주는 문장’이었던 것이고
관계대명사는 그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설명해주는 문장’ 에서의 주어 or 보어 or 목적어 였던거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의 문장은 주어 , 보어 , 목적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격의 that절은 의미 자체가 ‘~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that 뒤의 문장이 그냥 그 자체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둘 다 결국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독해할 때는 거의 같은 것처럼 , 같은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강조구문과 가
주어 it 구문 처럼요. 그래서 하나의 단원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

Many people want 100% assurance that what is feared will not happen.
2005학년도 수능 45

The claim that we have recently entered the information age is misleading.
cf) 동격의 that절은 앞에서 공부했던 2형식 문장에서 ‘명사절 ’로도 쓰였습니다. 형태가 완전히 같은데 명사상당어
구일 때도 있고 형용사상당어구일 때도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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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되는 명사가 바로 앞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수식되는 명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관계부사절의 선행사뿐만 아니라 동격의 that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까지 포함
하는 개념입니다.

As the quality of air is becoming poorer and poorer, the time may soon come when we have to
take an oxygen tank with us wherever we go.

When a person moves from a cool, rainy, and coastal region to a hot, dry, and mountainous
area, a number of physiological changes must be undergone that allow survival in the new
environment.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

A brilliant friend of mine once told me, “When you suddenly see a problem, something happens
that you have the answer─before you are able to put it into words. It is all done
subconsciously. This happened many times to me.”

The sex ratio will be favored which maximizes the number of descendants an individual will
have and hence the number or gene copies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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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가 앞 내용 전체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선행사를 수식하는게 아니라 앞 내용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대명사 which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

Energy must be added for this reaction to occur, which accounts for the fact that ozone forms
when oxygen is subjected to electrical discharge, whether from an electric spark or lightning.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If contact continues to be limited for long enough, sufficient changes will accumulate to make
the speech varieties mutually unintelligible, which usually leads to the recognition of separate
languages.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

Apparently,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tense the flavor. This is why ice cream does
not taste that sweet straight from the fridge, which is why ice cream makers add stacks of
sugars ― as you can tell all too clearly when ice cream melts.

2008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22

Additionally, their muscles, bones, and joints get weaker, which makes easier to get seriously
hurt and harder to recover from a fall.
which가 뜻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선행사가 아니고 ‘근육, 뼈, 관절이 약해지는 것 ’, 즉 앞 내용 전체입니다.
그리고 which makes easier to get seriously hurt~ 이 부분에서 makes의 목적어인 to get~과 목적격 보어
인 easier의 자리가 바뀌어서 S V OC O 의 어순으로 쓰였네요. 5형식 동사의 의미의 틀을 공부할 때 이런 어
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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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자주 생략
관계사 뒤에 S V~ 가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거나 관계부사절일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사를 자주 생
략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행사 뒤에 곧바로 S가 오게 되어서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편의 ‘명사와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2010학년도 수능 44

How can you make the person you are talking to on the phone feel special when you cannot
pat their back or give them a little hug?

2003학년도 수능 45

One of the maj or problems we face both as individuals and as a society is simplistic thinking
—or the failure to think at all.

2003학년도 수능 46

Have you ever hurt another person? If so, get in touch with the person you wronged, and ask
for forgiveness in all sincerity.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5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e average time we spend looking at thins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during the last 50 years. In their study, they also discovered that this decrease leads
to a lack of interest and enjoyment in life.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27 변형

“Aerobic” means “with oxygen.” It’s not surprising that the demands you make on your body
when you ask it to sustain an aerobic activity train your lungs to deliver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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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2010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38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reform of the way the United Nations (UN) raises military
missions.

Korea Joongang Daily

South Korea and China yesterday discussed the ongoing controversy over forced repatri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Chinese territory, in the midst of rising international concerns
about the brutal punishment they are likely to face when returned home.

Facebook

The Active Sessions section of your Security Settings page shows you a list of the recent times
your Facebook account has been accessed. Each entry includes the date, time and approximate
location when signing in, and the type of device used to access your account.

2012학년도 수능 33

An impractical white scarf might be pulled out of a donation bag at the last minute because of
the promise of elegance it once held for its owner.

2012학년도 수능 34

Homeostasis is the word we use to describe the ability of an organism to maintain internal
equilibrium by adjusting its physiological processes.

2012학년도 수능 34

Except for extraordinary exceptions, when people find ways to intervene using methods more
powerful than our tendency to equilibrium, our habits, behaviors, thoughts, and our quality of
life stay pretty much the sam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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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문을 잘 해석하고도 선택지를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택지야말로 각종 형용
사 표현이 들어있는 정말 좋은 ‘구’ 표현들입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구문을 공부할 때 지문뿐만 아니라 선택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

① the amount of the bet will influence the outcome
② their involvement will somehow affect the outcome of the toss
③ there is a parallel between a coin toss and stock investments
④ their illusion will not disappear even after the coin is tossed
⑤ they can predict the outcome with credible information

관계형용사
64쪽의 ‘의문사 복합체’에서와 아주 유사한 ‘분위기 ’로 해석됩니다. whose가 해석되는 것과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됩니다. 의문사와 관계사가 서로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what, where, which, who 이런 것들이 의문사로도
쓰이고 관계사로도 쓰이니까요. 그래서 문법적인 특징도 비슷합니다.

I decided to learn Chinese, which language is thought to be more popular than any other
languages.
나는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들보다도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You can make whatever decisions you’d like.
네가 내리고 싶은 어떤 결정이든 내릴 수 있어 .

I gave him what money I had.
특별히 what이 관계형용사로 쓰이면 ‘모든 것 ’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I gave him ‘all the money’ I had. 이런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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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입니다.

of which, in which, upon which, within which, of whom.... 이런거죠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라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냥 순서대로, 잠깐 쉬었다가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볼까요?

2008년 4월 시행 전국연합

Note taking is one of the activities by which students attempts to stay attentive, but it is also an
aid to memory.
노트필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임 .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
도하는 거임 . 또 그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거임 .

Some deny the need of aiding children in the third-world countries insisting that
helping those in our community be the first priority. It sounds somewhat ‘merciful’ or
‘considerate.’ Their statement is, however, mere a shield behind which they attempt to
hide from arrows of criticism that reveals their indifference about the matter pretending
they are at least concerned about 'our children'. Yes, there are many children we have to
care near us. But the problems they suffer from are rarely matters of surviving. As I
know, No child in this country dies of any of followings; malnutrition, malaria, drinking
polluted water, AIDS, etc.
어떤 사람들은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뭐라 그러면서 그러냐면 “우리나
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먼저 돕지 ” 이러면서 ,, 이 주장은 뭔가 자비롭게 들리기도 하고(우리나라의
아이들을 걱정하긴 하는거니까) 사려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그건 그냥 방패에 지나지
않는거임 . 무슨 방패냐면 그 뒤에 숨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거라구요...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완전 무관심한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는걸 슬쩍 내비치면서 .. 물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돌봐야할 아이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고통받는 문제들이 죽고사는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구요.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 다
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을 잃는 아이는 단 한명도 없을걸요? : 영양실조, 말리리아, 오염된 물 마시기 , 에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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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 which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접속사’ 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
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처럼 두 개의 문장처럼 순서대로 끊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아동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패에 지나지 않는
다.

이렇게 쭈욱 끌어와서 완성된 ‘말’을 만들어서 이해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독해할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
다. 반드시 한번 끊고! 순서대로 해석하세요.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We will continue our study of the annelid by focusing on some of its internal details, many of
which we have not seen in the animals we’ve studied thus far. Continue reading and coloring the
structures as you encounter them. You should use lighter colors for the next parts because some
of them are small.
계속해서 환형동물의 내부 구조(장기 )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들 중 대다수는(,many of which)
우리가 지금까지 (we’ve studied thus far) 공부했던 동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나머지 해석은 생
략 :)

간혹 문법책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of which = whose, in which=where 이렇게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관계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맨 뒤로 보내면 된다.
맞는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의 참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을 의미하는 in which 말고 “완전 깊숙이 ” 의 의미가 있는 inside which, ‘지금 막 들어오는
상태’의 이미지인 ‘into which’ 이런 걸 한 낱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관계부사는 영어에 없습니다! 이런 ‘뉘앙
스’를 표현하려고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을 쓰는거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모든 전치사+관계대명사 쌍이 하나의 관계부사로 바뀌는건 아니에요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9

Despite the fact that the meals are identical, economists say, people nearly always eat the one
for which they paid full price.

The hearth is central to the yurt, above which hangs a metal cauldron.
난로는 유르트의 중심에 있음, 근데 그 위에는 금속으로 된 가마솥이 매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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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이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장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살
짝 당황했어요. 그리고 above which a metal cauldron is hang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는 것이 좀 더 해석
이 와 닿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곰곰이 의미를 곱씹어보면 잘 이해됩니다.

2012학년도 수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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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기(2009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23

The proportion of the Internet users for whom English is a first language has been decreasing
fast.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25

This idea runs counter to all modern ideas about diet, according to which, by eating raw
vegetables and fruit, we can absorb all the vitamins and minerals contained in them.

There was once a wrestling master who was versed in 360 skills. He came to like one of his
pupils, to whom he taught 359 skills over a period of time.

Boarding Schools allow students a safe space in which to exert greater control and independence over
their daily lives.
의문사 + to 부정사 표현 = 의문사 S should V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의문사와 관계사의 모
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겹치는 것도 있죠. 모양이 비슷하면 문법적인 속성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관계사와 to 부정
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ich way to go? 이것도 ‘어느 길로 가야할 지 ’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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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

We want students t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academy, since many students do not have
quiet places to study, ready access to tutors, or recreation areas in which to play sports or to
take part in other activitie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To oversimplify, basic ideas bubble out of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in which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both major breakthroughs,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 and smaller ones.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

Network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earch for customers or partners, but rather as a
win-win situation from which everyone can benefit.

Whatever the professional musician may hold, most musical beginners still search for specific
words with which to pin down their musical reactions. That is why they always find
Tchaikovsky easier to “understand” than Beethoven.

The fact is that many theories of art cannot readily be compared at all, because they lack a
common ground on which to meet and clash.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ffspring are vehicles for parents: that is, they are a means by
which their parents’ genes get transported to succeeding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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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eil MacGregor I am also grateful for art-historical information and insights, as I am to all
those National Gallery members of staff, past and present, on whose research and generous help
I have relied so heavily.
as I am (grateful) to all those National Gallery members~ 이렇게 생략된 것입니다.

But far from isolating children or encouraging them to escape from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high fantasy” unites people into groups and reinforces the values around which those groups
stick together.

Acts 4:12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2012학년도 수능 21

One company developed what it called a ‘technology shelf,’ created by a small group of
engineers, on which were placed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that other teams might use in the
future. It also created an open-ended conversation among its engineers in which salespeople and
designers were often included.

2012학년도 수능 29

In each instance, you communicated the extent to which you wanted to qualify your claim, to
guard yourself by restricting the extent to which you are willing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
claim.

2012학년도 수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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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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inate those moments in your technique in which you use the maximal tension of already
stretched muscle to counter the fast movement of a relatively big chunk of muscle.

A position or a criticism expressed in confusing, vague, ambiguous, or contradictory language
will not reach those toward whom it is directed, and it will contribute little to resolving the
issue at hand.

61기(2009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23

Websites of many companies now employ multilingual strategies making choice of language a
user preference. And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Internet, which started as a long-distance,
global communications medium, is now serving much more loc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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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hich
다른 전치사와는 다르게, of와 결합된 관계대명사 표현은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내는 양상이 뭔가 다르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치사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는데 of는 이 전치사의
의미 자체가 앞에서 뒤로 가는 뱡향이 아니기 때문에 of 앞에 뭔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many of which, few of which 이렇게요..

They live in a house whose roof could collapse anytime.
They live in a house the roof of which could collapse anytime. 이렇게 씁니다. of which the roof
could collapse anytime. 이렇게 쓰면 of which의 느낌이 잘 안느껴지지 않나요?? ㅠㅠ
근데 이렇게 of which를 땡겨서 쓰는 예문이 있습니다...

Let’s review: U.S. History and Government - John McGeehan, Moriss Gall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in America, almost 600 cases involving the Fourteenth Amendment
came to the Supreme Court, of which fewer than 30 dealt with ex-slaves.
흑흑 어렵죠.. fewer then 30(cases) of which dealt with ex-slaves. 이렇게 되어있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읽
혔을텐데요..

It is recorded history. It includes only those things the memory of which has survived and is
still available today.
the memory of which 를 whose memory 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ntroversial issues usually have many related features, all of

them / which

may be

important to deal with.

1Timothy 1:15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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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9

What was so interesting was the range of expertise from so many different disciplines including
advanced physics, applied math, and intelligent systems. The results were startling. “There were
capabilities I had never seen before in the industry,” noted McEwen. “When I saw the computer
graphics I almost fell out of my chair.” The contestants had pinpointed 110 locations on the
company’s property, half of which had never been earmarked by company geologists.

Whereby, Thereby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처음 본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whereby, thereby 모두 사전을 찾아보면 품사가
부사입니다. 둘 다 by which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2003학년도 수능 49

Often this simple action starts a chain of loving actions whereby the person receiving your letter
may decide to do the same thing to someone else, or perhaps will act and feel more loving
toward others.

2010학년도 경찰대 1차시험 41

Thus, attention is a

collective/selective

process whereby one entirely ignores some stimuli,

gives partial attention to others, and devotes full attention to still others.
그러므로, ‘주의 ’라는 것은 집합적인 /선택적인 과정인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
하고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주의를 주고, 또 나머지 (still others) 자극들에는 풀집중하는거래요.

62기(2010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23

Business schools admit that their purpose is to train managers, thereby almost overlooking the
fact that if there are no sales there is nothing to manage.

62기(2010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38

The present system takes months to put forces in the field, and these forces are often inadequate
to the tasks at hand as member states sometimes pledge fewer troops than are requested. This
has meant the UN has often acted too late, with too little force, and has thereby failed to avert
humanitarian disasters in such places as Central Africa, Bosnia, Sierra Leone, and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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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m에 대하여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whom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 관계사, 의문사, 접속사,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먼저 whom 이 뭔지 , 목적격은 뭐
고 주격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whom do you love? 에서 [알고 싶은 것 =whom]
You love whom. 이렇게 고치면 [알고 싶은 것 =you 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누구’가 구체적인 대상 즉 ‘대명사’ 이자 또 동시에 의문사고, 그게 또 평서문처럼 바꾼 문장에서 동사

love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 인거에요. 목적격은 주격으로 쓰는 who 와 구별하기 위해서 whom
으로 쓰기로 약속한거구요.. 그러니까 의문사, 대명사, 관계사 이 세 가지가 그냥 한 가족인거에요. 이게 괜히 이름
을 붙여놔서 더 헷갈린다니까요.

who is he? 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알고싶은 것 = who‘누구’]
he is who. 이렇게 고치면 그 ‘누구’가 ‘주격 보어 ’가 되죠. 그래서 ‘주격 ’인 who를 쓰는것입니다.
is도 동산데 who가 목적어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텐데요.. 일반동사와 be동사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he is my daddy.에서 daddy 는 ‘주격보어 ’ 라고 합니다. 주어가 곧 주격 보어고 주격 보어가 곧 주어인 상태
인거죠.. (주어 =주격보어 )....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즉 ‘명사’라구요,, 그 자체로 목적어로서 존재할 수 있
다는 뜻입니다. 전치사+관계대명사 표현에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쓴거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과 혼동하면 안돼요!!

She is the girl whom I used to love.
This is the boy whom we ran over yesterday night in the mall.
여기서는 각각 동사 love, ran over 의 목적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을 쓴거에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
는데 이제 어떻게 된건지 아시겠죠? :)

예문들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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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s 5:1~2, NIV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다시 말하면 , 인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
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주격 ’인 경우이더라도, 전치사가 앞에 연결되는 표현일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목적격 ’으로 써줍니다. 로마서 5장1절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이고, orbi재수학원의 예문이 후자의 경
우입니다.

orbi재수학원 has around 500 students many of whom got high scores on last 수능.

Since July 1966, the Abbey has been located at 26 Lower Abbey Street, Dublin. In its early
years, the theatr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riters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many of
whom involved in its founding. The Abbey served as a nursery for many of the leading Irish
playwrights and actors of the 20th century, including William Butler, Yeats, Sean O’Casey and
John Millington Synge.

Twenty-five elements are essential to life. Four of these make up about 96% of the weight of
the human body.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Twenty-five elements are essential to live, four of which make up about 96% of the weight of
the human body.
분명히 which가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앞에 four of 가 있잖아요.. 전치사 of의 목적
어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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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부사 상당 어구
부사구, 부사절 등은 문장 안에서 정황을 얘기해주는 것들입니다. 부사표현을 잘 해석해내야 어려운 글을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 전치사가 만드는 부사절과 부사구
접속사는 부사에 해당하는 이유, 시간, 장소, 조건 등을 의미하는 ‘안긴문장’을 이끕니다. 두 개의 단문을 하나의
복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 안기게 될 문장을 tag해줄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있
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긴 복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접속
사의 개수 = 동사의 개수-1” 이런 공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접속사와 전치사의 의미도 스스로 사전을 찾
아가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6

The statement “3 + 1 = 8” is false. Was the statement false before the discovery of integers? I
believe it was. Numbers and mathematics exist whether humans know about them or not.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0

Although in some cultures the social clock is becoming more flexible and more tolerant of
deviations from the conventional timetable, it still exerts pressure to keep pace with your peers.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

A point of note is that while Asia and Oceania have similar percentages of population growth,
Oceania displays less forest loss than Asia.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While there are aesthetic and ethical reasons for preserving biodiversity, there are practical
considerations as well. We depend on many other species for food, clothing, shelter, oxygen,
soil fertility ─ the list goes on 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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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

His explanation: he felt some

(A)

himself when he saw the man’s misery, and so just as

giving money to the man would relieve some of the man’s suffering, it “does also ease me.”
This tale suggests that we have a bit of self-interest in relieving the misery of other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

But,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a song was made up of only notes, and no rests. Aside
from the fact that the “rests would be history” (pun intended), there would be a wall of sound
with no reference point or discernible backbone to the music.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

This is not surprising as it is natural to associate music with the sounds that create the melody,
rather than with the quiet spaces between the notes.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

As your friends and neighbors join forces to support you in your time of need, I’m sure that
everything will seem a little brighter with each new day. In the meantime,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Location of the mind remains a mystery, Douglas Heaven

Where does the mind reside? It’s a question that’s occupied the best brains for thousands of
years. Now, a patient who is self-aware – despite lacking three regions of the brain thought to
be essential for self-awareness – demonstrates that the mind remains as elusive as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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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6

I watched curiously as he went across to the hot dog stand.

I’d like to remind you that when / during not in use, most computers do not automatically
enter a sleep mode that reduces their energy use to a low level.

2012학년도 수능 28

By the end of the Roman Imperium, however, Italy had been stripped of forest cover.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By the time children were three, a new quality of rule emerged: “Do not scream in a restaurant,
run around naked in front of company, or pick your nose.”

2012학년도 수능 32

Since this new breaststroke was about 15% faster, people using the conventional version
couldn’t effectively compete.

Romans 6:1~2, ESV

What shall we say then? Are we to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By no means! How
can we who died to sin still live in it?
NIV 에서는 What shall we say tha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라고 되
어있습니다. that절이 so 없이도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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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3

One of the most potentially productive trends in education today is the focus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teaching math as it applies to science, for example, or relating the various humanities.

2012학년도 수능 32

As children’s ages and cognitive sophistication increased, the numbers and kinds of prohibitions
and requests expanded from the original focus on child protection and interpersonal issues to
family routines, self-care, and other concerns regarding the child’s independence.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

As she reached in her pocket, she found she had no money but a half dollar.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

Young men are encouraged to ‘be all they can be’ as football players and to live by slogans
such as “There is no ‘I’ in t-e-a-m.”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

As memory takes over, however, the unpleasantness fades and the good parts remain, perhaps to
intensify, and even get amplified beyo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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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at), given (that) 유사 접속사
Consider의 현재분사, Give의 과거분사로 만들어진 분사구문입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쓰이다보니 하나의 접속
사처럼 굳어진 표현입니다. 뒤이어서 S V~ 이렇게 절이 나오기도 하고, n(명사상당어구)만 나오기도 합니다.

S V라는 것을 고려할 때,
n 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요.

2003학년도 수능 45

Many struggles such as rich versus poor are fought under deeply held beliefs. But given the
destructive results, do these beliefs make sense?

If we were to take ‘superior’ to mean ‘most liked,’ we would have to vote that pop music is
superior music. This would not be justifiable considering that classical music is widely
acclaimed as superior.

Given our belonging and indebtedness to the wider socio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which
we find ourselves, individuality is a construct produced by particular types of social practices; it
is one interpretation of being human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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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절이 단독적인 문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앞 문장을 마침표로 끊지 않고 이어야 하는 경우에, 이유 등에 해당하는 접속사절을 따로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2012학년도 수능 30

How should we decide between them? Here the scientific use of evidence may help. For what is
distinctive about science is the search for negative instances ― the search for ways to falsify a
theory, rather than to confirm it.
This is because what is distinctive~ 이렇게 써야 온전한 문장이 성립하지만, 그냥 이렇게도 쓴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

In 1978, the average French meal lasted 82 minutes. Plenty of time for half a bottle, if not a
whole bottle.
접속사 때문에 그런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두 번째 문장이 온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그냥 저렇게 썼네요.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4

According to some researchers, college students experienced much stronger emotions when asked
to imagine losses as opposed to gains in their romantic relationships or in their grade point
averages.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

As you can see in the chart, the power level should be set to medium-high to cook meat
properly in the microwave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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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as S V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Artificial as this process is, this is what becomes our ‘identity,’ an identify grounded on all the
superficial differences we distinguish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형용사 as S V(be계열 ) 은 원래 접속사로 쓰인 as가 이끄는 ‘부사절 ’ 이었습니다. S가 ~하기 @##$# 이런 의미
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에서 ‘형용사’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앞으로 끌
어준 것입니다.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rianne Celce-Murcia

Many students believe, and many teachers perpetuate the myth that education is the key to
economic success. Plausible as it seem,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 뼈대가 되는 주절 ] 이렇게 구성된 문장에서 부사절을 ‘구’로 만들어서 짧
게 만들어준 구문입니다.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은 전체 문장에서 ‘정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정황의 유
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Because 도 있고,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 Even if 등,,
이 외에도 While, When, Whether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사 S1 V1
접속사 S1 V1

, S2 V2

으로 만든 분사

, S2 V2

①  ≠ 일 때는  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② 분사구가 담아내는 ‘정황’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접속사를 그대로 두기도 한다.
③ 분사구는 품사가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의 제약이 거의 없다.
④ 분사자체는 결국 형용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용사도 분사구문처럼 활용할 수 있다.
분사구의 분사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는 문맥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파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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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 you so much, He died on behalf of you.
여기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의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Loving you, He sometimes scolds you.
이 문장에서는 ‘사랑하지만,’ 의 의미가 어울릴 것 같네요.

접속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접속사가 없더라도 분사구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다는 필자의 확신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접속사가 없어서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분사로 변하게 되는 ‘부사절의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더 옛날의 일 , ‘앞선 ’ 시제이면 더 옛날임
을 표현해주기 위해 Having p.p 이렇게 써줍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하)권의 준동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
고, 지금은 Having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분사구로 변하게 되는 ‘부사절 ’이 수동태일 때는, 분사구에서 Being을 생략하지 않기도 합니다. Being으로
분사구분이 시작하는 다른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When he was a kid, he solved calculus problems.
이렇게 부사절에서 주격 보어가 형용사나 분사가 아니고 ‘명사’일 때

Being a kid, he solved calculus problems.
명사만 혼자서 분사구문처럼 쓸 수 없고 Being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문을 읽어나가면서 연습해봅시다.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Prosperous but not rich, his family was respected in Latin American history, and included
several famous military heroes.
④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이렇게 분사 자리에 일반형용사가 오더라도 ‘호환’이 됩니다. 결국 분사도 형용사의 일
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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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 active, and inventive, we humans constantly explore, and in so doing invent things that
appeal to our senses ─ fine arts, fine food, fine scents, and fine music.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43

About eight years ago storyteller Melissa Heckler arrived at a school ready to tell a few tales.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8

To fill all those stomachs ─ while accounting for shifting consumption patterns, climate change,
and a finite amount of farmland and drinkable water ─ some experts say global food
production will have to double. How can we make the numbers add up?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0

Packed full of artifacts and lying in the clear waters of the Red Sea, the Thistlegorm is perhaps
the most famous of all shipwrecks for divers. Her fame comes at a price, however, with great
numbers of divers crawling through the structure every day.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Thus it is also an inevitable component of his sensibility and a decisive, even if often
unrecognized, component of his creative imagination.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Unusual of the time, this liberal father gave his daughters a full classical education including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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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

The person doing the science is wearing a white lab coat and probably looks rather serious
while engaged in some type of experiment.

2012년 10월 시행 전국연합 44

There, he met Louis Braille, who was blind. Braille fixed Barbier’s system, modifying it so that
the finger didn’t have to travel to read a symbol.

2010학년도 수능 21

While awaiting the birth of a new baby, North American parents typically furnish a room as the
infant’s sleeping quarters.

2010학년도 수능 19

He smiled thinking that even though he was practically born playing computer games, he was
still doing the same assignments his father did over 20 years ago.

2010학년도 수능 18

The making of this requires the mutual agreement of two or more persons or parties, one of
them ordinarily making an offer and another accepting.

2011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18

Primitive peoples’ lives are commonly thought to be harsh―their existence dominated by the
incessant quest for food.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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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days later, Chris died in the hospital, his uniform close at hand.

2012학년도 수능 20

Other toys floated north and west along the Alaskan coast and across the Bering Sea. Some toy
animals stayed at sea even longer. They floated completely along the North Pacific currents,
ending up back in Sitka.
end up with -ing만 있는게 아닙니다.

2012학년도 수능 21

Researchers studied two mobile phone companies trying to solve a technological problem.
분사구문일지 현재분사의 후치수식일 지

context를 통해 잘 판단해야합니다.

연구진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개의 핸드폰 회사들을’ 조사했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연구진들이 )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 연구진들은 두 개의 핸드폰 회사를 조사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문맥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2012학년도 수능 26

If the coin is tossed and the outcome is concealed, people will offer lower amounts when asked
for bets.

2012학년도 수능 28

Wind blew across the barren landscapes and water ran down from the mountaintops and slopes,
taking the soil with them.

2012학년도 수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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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cal claim, expressed in two social contexts, may have different qualifiers. When
talking among friends, you might say, “Lucé is the world’s finest restaurant.” When speaking to
a group of French chefs, you might find yourself saying, “Lucé is an excellent restaurant,
comparable to some of the best in France.”
2012학년도 수능 21

However, the other company proceeded with more seeming clarity and discipline, dividing the
problem into its parts.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

Henri Matisse came late to painting, having trained to be a lawyer to please his father.

Coping with the threats of nuclear warfare, global warming, organized crime, poverty, terrorism,
ocean pollution, extinction of animals, AIDS, or a worldwide recession

demands / demand

cooperation of opinion leaders from many countries.
이 문장은 분사구문처럼 생겼지만 Coping with~부터 시작하는 ‘동명사구’가 주어인 문장입니다. demands가 동
사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worldwide recession demands 이렇게 묶이는 명사로 착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Faced with these confusing data, the researchers turned their attention from physical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to its social aspects. As it turns out, one reason workers’ production
increased was simply because someone else (in this case the researchers) had paid attention to
them.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

One day as he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London, Thomas Hobbes, the seventeenth-century
philosopher, came upon an old, sickly man who was begging for money. Hobbs, his heart
touched, immediately gave the man a generous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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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B
with A B 구문도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사이기 때문이죠. 분사구문의
본질이 ‘서술어 (절 안의 동사)의 품사를 형용사(즉, 분사)로 바꾸어서 간단한 구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 ’임을 상기
한다면 왜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거에요. 전치사 with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해보아도 우
리의 언어적 감각으로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볼게요.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25

With their prey exhausted, the snakes will begin moving out of the Everglades in search of food
─ pets, for example.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4

Schools usually consist of a single species, with all members similar in size or age.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

That situation is fraught with inefficiency and high labor costs, since all four trades must be
scheduled together, with at least three people watching while the fourth is at work.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

However, the inability to remember your name and identity is exceedingly rare in reality.
Amnesia most often results from a brain injury that leaves the victim unable to form new
memories, but with most memories of the past intact.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Even at that young age, looking around Grey’s house and studio complex, I thought about how
great it was that he could work at home, with his family around him, and produce things with
his ow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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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with these findings, it will be much easier for doctors to recognize patients with these
rare blood types.
이건 with A B 구문이 아니고 these findings 가 통째로 명사임..

Location of the mind remains a mystery, Douglas Heaven

The finding suggests that mental functions might not be tied to fixed brain regions. Instead, the
mind might be more like a virtual machine running on distributed computers, with brain
resources allocated in a flexible manner, says David Rudrauf at the University of Iowa in Iowa
City, who led the study of the patient.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

He burst out with joy and tears in his eyes, “Wow, you just made it possible for me to see my
mom for Christmas! Thank you so much.

William Ogburn pointed out that a group’s material culture usually changes first, with the
nonmaterial culture lagging behind, playing a game of catch-up.

2012년 4월 시행 전국연합 25

He set up a series of groups of ten or twenty agents, with each agent endowed with a different
set of skills, and had them solve a relatively sophisticate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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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 (that절, to부정사)
~하게 되어 , ~해서 ~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that절 같은 경우는 so 형용사 that S+V 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학생들의 인상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so와
형용사 없이 , 부사절인 that절이 나오면 잘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거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We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후렴 부분 가사가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이렇습니다. 여기서 the reason이 선행사이고 that절이 동격의 that절이라고 보기보다는

We were the reason 그래서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그래서 he suffered and died.
이렇게 ‘그래서 ’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보는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When I asked a salesperson to map his sales performance, he was amazed to see that he had
achieved a 5% to 10% annual increase in sales while at his firm.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

We were very surprised to find that we had left cookie boxes in the camper over the winter.

2012년 5월 시행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B형 33

However, researchers were shocked to discover that dead plants get consumed only by particular
bacteria and f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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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assing noises of hostile fans so unnerved our star player that he missed two foul shots
in a row.
so that 에 동사-목적어가 끼어들어가는 경우입니다. so that 이 대부분 간단하게 so 형용사/부사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여서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2012학년도 수능 23

It started out like any other day. I had no idea that I was in for one of the most terrifying
experiences of my life.
so 형 that S V에서 앞의 so는 단지 ‘그렇게’, ‘그 정도로’의 의미를 갖는 ‘부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의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so - that 으로만 외우면 이렇게 so가 생략되었을 때 that 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 수능 24

Many people use their cleverness to justify and excuse themselves for the messiness of their
workspaces.

Romans 6:1~2, ESV

What shall we say then? Are we to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By no means! How
can we who died to sin still live in it?
NIV 에서는 What shall we say tha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라고 되
어있습니다. that절이 so 없이도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것 기억해주세요!

2012학년도 수능 25

You’ll set the stage for more vigor throughout the evening hours along with a weight-loss
benefit if you stay active after your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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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수능 33

And a ripped T-shirt might be rescued from the dust rag bin long after the name of the rock
band once written across it has faded.

The Purpose Driven Life - Rick Warren

Because I know the benefits, I want to challenge you to stick with this spiritual journey for the
next 40 days, not missing a single daily reading.

The Purpose Driven Life - Rick Warren

Contrary to what many popular books, movies, and seminars tell you, you won’t discover your
life’s meaning by looking within yourself.

2012학년도 수능 35

But, at each turn in the story when she told it, the Tiv interpreted the events and motives in
Hamlet using their own cultural knowledge. The result was a very different version of the
classic play.
부사구 at each turn in the story 와 부사절 when she told it 이 연달아 나와서 해석할 때 당황할 수 있습
니다.

comma 사이에 있는 삽입표현
2012학년도 수능 30

Often in social scientific practice, even where evidence is used, it is not used in the correct way
for adequate scientific testing.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

In a neat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evolution, these results show how, in the absence of
pressure from parasitic cuckoos, the appearance of the eggs has altered because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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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 쉬어가는 페이지에요. 힘내자구요!!

길고

어둔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길 바른길 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면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면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한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동행 - 함부영(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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