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승 실전 구문

실전 구문 한판승

01

01

Constructions & Features
긴 주어 가려내기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Quick

construction

1

➊ 전치사 + 명사

S

+

Quick

1

➋ ~ing

구문독해에 필요한 문장구성과 중요표현을 알기 쉽게
이미지화 하여 수록

V

+

➌ p.p

construction

➍ 형용사 + [전 + 명 / to V]
➎ to V
➏ 관계사 + [V / S + V (불완전한 문장)]
➐ 관계부사 + S + V (완전한 문장)
➑ S + V (불완전한 문장)
➒ 동격의 that S + V (완전한 문장)
➓ of + ~ing
� 전치사 + 관계사 + S + V (완전한 문장)
� whose N(다른 명사) + [V / S + V]

03
MEMO

2

3

zeus’s Actual English
c o n s t r u c t i o n

구문은 물론 영어의 어느 부분을
한글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직독직해 방법 제시

E XAMPLE

3

only

3

341

342

zeus’s TIP

하지만 알아내지 못했다

/

무엇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는지를

We live about 80 years, / yet some people can even / live to be more than 100 years old.

zeus’s TIP

/

어떤 사람들은

/

살아서 100세 이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to V하다는 표현이다.

4

•only to V - ‘그러나 to V하다’, never to V - ‘그러나 to V하지 못하다’, grow[awake, live] to V - ‘자라서[깨어서, 살
아서] to v하다’

L EVEL UP
343

He says growing numbers of Muslims are fleeing war, political persecution, and economic
hardship in their homelands, only to find the borders of Western nations closed to them.

L EVEL UP
기출 문장이나 시사 영어 같은
고난이도 문장에 적용해보면서 실전감각 향상

344

Korea’s auto industry has rapidly grown to be the world’s fifth largest unde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more recently, thanks to the favorable foreign exchange rates.

6

G RAMMAR PLUS
구문과 관련된 문법·어법 문제를
풀어보며 놓치기 쉬운 3점까지 추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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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들과 위성사진들을 분석했다,

5

하다

Scientists have analyzed satellite images, / never to give answers / to what caused the eruption.

구문에 대한 설명, 중요 표현,
알아두어야 할 문법 포인트 설명

5

to V

+

E XAMPLE

우리의 수명은 80세 정도지만,

008

2
그러나

앞에서 배운 구문과
중요표현을 기본 문장에 적용

4

PART Ⅵ 중요구문을 잡아라

정도·결과 구문

258

G RAMMAR PLUS
345

6

He dismantled the washing machine to see what the problem was, [never / only] to put it back
togeth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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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어를 잡아라
01

긴 주어 가려내기

02

주어로 표현되는 동사의 종류

03

주어로 쓰인 It의 특별용법

주어를 잡아라

01

PART

Ⅰ

□□co-production 공동 제작
013

□□crush 부수다
□□prey

□□mathematical 수학적인
□□conduction 전도

014

Pre-WORD

034 □□claim 주장하다

□□unaccountable 설명할 수 없는

□□enrich

□□intimately 친하게, 친밀하게
035 □□frustrate 좌절시키다

농축하다

□□hazardous 해로운, 위험한

□□process 가공하다

016

□□avoid 피하다

□□flour 가루

017

□□overseas 해외에서
□□complete

□□sprout 발아하다

036 □□extinction 멸종

□□ecological 환경적인
□□exaggeration 과장

수료하다, 완료하다

□□entire 전체의

037 □□spread 퍼지다
038 □□recognize 인식하다, 알다

□□unnecessary 불필요한

□□excellence 탁월함, 우수함

□□endeavor 노력하다

□□afford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flow 흐르다, 흘러나오다

□□misery 불행, 고통

□□cut out of

□□high-tech 최첨단의

□□faculty 능력

018

□□extreme 극단적인

020 □□ruin 망치다

□□tragic 비극적인

021

□□elderly

□□misunderstand 오해하다
□□subtle 미묘한

□□permanent 영원한

□□note 음, 음표

□□government 정부

024 □□as

□□inflict 고통을 가하다

정의를 내리다, 분명히 밝히다

□□courage 용기
026 □□gather 모으다
027 □□join

hands

서로 손잡다

028 □□dress ~을 입다

□□properly 적절하게

□□sufficient 충분한

□□frame of mind 마음가짐

□□precisely 정확하게
□□report 보고하다

인내심

□□manly 남자다운

□□urge 촉구하다

009 □□define

opposed to

□□patience

029 □□profession 직업

□□plant foreman 공장 책임자

□□irrespective 관계 없는

□□treatment 치료

□□self-perpetuating 멈추지 않는

□□goldfish 금붕어

□□intervention 간섭

□□pet shop 애완동물 가게

030 □□psychological 심리적인

□□burden 짐, 부담

□□elaborate 정교한
□□scene 장면

031

041

□□pretend ~하는 척하다

042 □□disadvantage 불리한 점, 결점

025 □□fate 운명

□□unrest 불안

□□repeal 폐지하다

□□cancer 암
진동값

~이 아니라, ~와는 대조적으로

□□subdue 진압하다

□□state 국가

040 □□operation 수술, 작전

023 □□pitch 음의 높이

□□frequency value

008 □□access 접속

□□sarcastic 빈정대는

□□g-force 관성

□□assimilate 흡수하다
□□possession 소유

□□tone 어조

손위의

022 □□atmosphere 대기

□□travel 이동하다

of use 쓸모 있다

039 □□communication 대화

□□ability 능력

019

007 □□is

~에서 빼다

□□urgent 급한

□□destruction 파괴, 파멸

006 □□spaceship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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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e 원심분리기

015

004 □□anticipation 예상, 예측

012

□□torture 괴롭히다

□□prefer 선호하다

005 □□testimony 증언, 증거

006

033 □□insignificant 하찮은

먹이

□□indeed 실제로

□□connection 관계
003 □□thin 얇은

011

□□recipient 받은 사람, 수용자

□□sufficient 충분한

002 □□crucially 결정적으로

010

032 □□deed 행동

□□scavenge 뒤지다, 찾다

긴 주어 가려내기
001

□□resort 의존하다

□□operation 작업, 수술

□□ongoing 진행되고 있는

□□lack 부족
043 □□physician 내과의사

□□comment 언급하다
□□pill 알약
□□probability 가능성
□□severe 심각한
□□cardiovascular 심장 혈관의
044 □□release 발표하다

□□reinforce 강화하다
□□competitiveness 경쟁력
045 □□sail 항해하다
046 □□vary 다양하다, 다르다

□□state 주
047 □□process 과정

□□malignant cancer cell
악성 암세포

□□multiply 증식하다, 증가하다
048 □□priceless 귀중한

□□return 반환하다

실전 구문 한판승

064 □□cell

□□guarantee 보장하다
□□remuneration 보수, 보상
050 □□crude 조잡한, 가공하지 않은

051

080 □□feed

phone 휴대폰

on ~을 먹고 산다

□□marine life 해양 생물

□□multitask 다중작업을 하다

081

□□divide 나누다, 분산시키다

082 □□circle 돌다

065 □□real-name

system

실명제

□□prototype 원형

□□loophole 허술한 구멍, 허점

□□young man 젊은이

□□exploit 이용하다, 착취하다

□□raise 모으다, 마련하다

083 □□exceed 능가하다

□□countless 수많은
084 □□unfold 나타내다, 펼치다, 전개하다

052 □□borrow 빌리다

066 □□significant 중요한

085 □□wealthy 부유한

053 □□miraculous 뛰어난

067 □□extricate 구출하다, 해방하다

086 □□dinosaur 공룡

□□brink 위기, 가장자리
054 □□interest 관심(사)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057 □□spicy 매운

□□maintain 유지하다
058 □□dispute 논쟁하다

□□virtue 덕
□□gentle 점잖은
□□considerate
동정심이 있는, 사려깊은

□□charitable 자비로운
□□comfort 편안함, 안락
□□convenience 편리(함)
□□look back 회고하다

□□asteroid 소행성

이동하다

069 □□induce 유도하다

□□foremost 가장 중요한
□□priority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070 □□make

friends

친구가 되다, 친해지다
071

□□imply 암시하다
□□insane 정상이 아닌
□□induce 유발하다
060 □□consultant 상담가

□□performance 실적
061

□□relief 안도감

062 □□remarkable 주목할 만한

□□capture 포착하다
063 □□conquest 정복

□□air 공중
□□unification 통일

□□trunk 코
088 □□convenience 편리함
089 □□open 시작되다

□□take place 일어나다

우선순위

□□relation 관련
□□conduct 수행하다

090 □□disruption 붕괴, 방해, 장애
091

□□dialogue 대화
073 □□monetary 통화의, 화폐의

□□fiscal 재정의, 회계의
□□boost

부양하다

□□slump 부진
074 □□in

advance 미리

□□review 복습하다
075 □□direct 직접적인

093 □□boundary 경계선

□□dissolve 사라지다,
□□wicked 사악한
094 □□balance 유지하다

□□humidity 습도
095 □□disregard 무시하다
096 □□establish 확립하다
097 □□tear 눈물
098 □□document 문서, 기록
099 □□celebrate 기념하다

□□commercialize 상업화하다

□□bilateral 양자의

□□friendship 우정
100

03
주어로 쓰인 It의 특별용법
076 □□critic 비평가

101

□□victim 희생자

102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103

□□might well V

104

□□moneyed 돈이 많은

~하는 것도 당연하다

□□commissioner 청장

078 □□beneficial 이로운

□□gallery 화랑

□□standpoint 관점

□□glaring 눈에 띄는, 지독한, 심한

079 □□child minder 아이를 돌보는 사람

□□dubious 의심스러운
□□workforce 직장, 일터, 노동력

□□schoolmaster 선생님
□□talent 재능

077 □□invoke 이끌어내다, 일으키다

□□grumpy 무뚝뚝한

□□laugh 웃다

092 □□dainty 앙증맞은

072 □□engage 참여하다

□□outstanding 뛰어난
059 □□necessarily 반드시

□□collide 충돌하다
087 □□swarm 몰려들다

□□flow 흐르다

□□go through 통과하다
□□eye of needle 바늘귀

□□dominate 주를 이루다, 지배하다
□□shift

주어로 표현되는 동사의 종류
056 □□camel 낙타

□□extinct 멸종한

068 □□underwater 물 속의, 수중의

055 □□candidate 후보자

02

□□stimulus package 경기 부양책

Pre-WORD

□□scholarship 장학금

□□tragic 비극적인

http://www.facebook.com/zeusenglishofficial

049 □□attend 다니다

105

□□in the midst of ~의 한 가운데
□□fierce competition 무한 경쟁

007

01

01

긴 주어 가려내기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Quick

construction

➊ 전치사 + 명사

S

+

➋ ~ing
➌ p.p

+

V

➍ 형용사 + [전 + 명 / to V]
➎ to V
➏ 관계사 + [V / S + V (불완전한 문장)]
➐ 관계부사 + S + V (완전한 문장)
➑ S + V (불완전한 문장)
➒ 동격의 that S + V (완전한 문장)
➓ of + ~ing
전치사 + 관계사 + S + V (완전한 문장)

whose N(다른 명사) + [V / S + V]

zeus’s

실전 구문 한판승

MEMO

008

Actu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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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09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c o n s t r u c t i o n

1

S

+

은[는/이/가]

전치사

+

명사

V

+

전치사에 맞게 해석

하다

E XAMPLE
001

His mathematical theory / of heat conduction / earned him lasting fame.
열전도에 대한

그의 수학적 이론은

002

그에게 지속적인 명성을 얻게 해 주었다.

The success / of human beings / depends crucially on numbers and connections.
성공은

zeus’s TIP

인류의

결정적으로 숫자와 관계에 좌우된다.

•[전치사 + 명사]가 주어를 수식할 경우 주어가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으니, 주어에 대한 동사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 예
상하고 읽어야 한다.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있는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은 명사’이니 동사와 수를 일치시킬 때 주의해라.

L EVEL UP
003

In fact, seeds with thinner coats were preferred as they are easier to eat or process into flour,
and they allow seedlings to sprout more quickly when sown.

실전 구문 한판승

004

010

기출

A remember of what is past and an anticipation of what is to come seem to be the two faculties
by which man differs most from other animals. He endeavors to derive his happiness, and
experiences most of his miseries from these two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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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11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G RAMMAR PLUS
005

Testimony from members of the Crow tribe about the destruction of their culture [provides /
provide] an extreme and tragic example of this.

c o n s t r u c t i o n

2-3

S

~ing

+

은[는/이/가]

+

하는[하고 있는]

V
하다

p.p.
된[진/받은]

E XAMPLE
006

A spaceship / travelling close to light speed / would take more than 30 years to get there.
우주선이

007

빛의 속도와 가깝게 이동하는

그곳에 도착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Knowledge / felt to be boring / is of little use, / but knowledge / assimilated eagerly /
becomes a permanent possession.
지식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쓸모가 거의 없다,

하지만 지식은

열정적으로 흡수된

실전 구문 한판승

영원한 소유물이 된다

012

zeus’s TIP

•~ing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능동의 관계이며, 동사에 ~ing가 붙는다고 하여 동사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므로 동사
에 따른 보어나 목적어를 수반한다.
•p.p.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이며, p.p뒤에는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 + 명사가 주로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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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13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L EVEL UP
The report coming on the same day as two-thirds of Syria’s internet access was shut down by

008

the government in order to subdue political unrest also urged states to repeal the blocking of
internet access.

Merely having goals clearly defined is not sufficient, for one must also know, moment by

009

moment, what precisely needs to be done.

G RAMMAR PLUS
Anyone [injured / injuring] on the job is expected to report to the plant foreman at once, and

010

then to seek medical treatment.

c o n s t r u c t i o n

4

S

+

은[는/이/가]

형용사

+

한[하는]

전치사

+

명사

전치사에 맞게 해석

to V
실전 구문 한판승

하기에

014

E XAMPLE
011

Most goldfish / easy to get at pet shops / is not very expensive.
대부분의 금붕어들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기 쉬운

별로 비싸지 않다

+

V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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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15

01
012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This film / full of special effects and elaborate action scenes / is a co-production / b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특수효과와 정교한 액션장면으로 가득한

이 영화는

공동제작하였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zeus’s TIP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지만 전치사 + 명사나 to V같은 부가적인 것을 수반할 경우 명사 뒤에서 수
식한다.

L EVEL UP
013

Although Tyrannosaurus was unable to move quickly and so sometimes resorted to scavenging
for food, its strong teeth capable of crushing the bones of their prey made it king of the jungle.

014

A source close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id that Khan provided North
Korea with a sample centrifuge and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at the North
indeed enriched uranium.

G RAMMAR PLUS

실전 구문 한판승

015

016

Smoking [hazardously / hazardous] to our health has a bad influence on the health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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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SKILLS

017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c o n s t r u c t i o n

5

S
은[는/이/가]

to V

+

+

할[하는 / 할 수 있는..]

V
하다

E XAMPLE
016

The best way / to keep yourself safe / is to avoid places / where there are many bees.
가장 좋은 방법은

017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다

벌이 많은

An opportunity / to be trained overseas / is given to students who complete the entire course.
기회가

zeus’s TIP

해외에서 연수 받을 수 있는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to V 앞에 있는 명사는 to V의 의미상 주어인 경우도 있고, 의미상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앞 명사가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된다.

a house to live in, a pen to write with, a chair to sit on 등.

L EVEL UP
018

Money to help the less fortunate may seem like an unnecessary cost that people can afford to

실전 구문 한판승

cut out of their budget when in fact it can make a world of difference and is even more urgent

018

and important than during good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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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19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There is nothing we imagine which we do not already know. And our ability to imagine is our

019

ability to remember what we have already once experienced and to apply it to some different
situation.

G RAMMAR PLUS
His decision to take a year off to write a book [is / are] said to ruin any chance he had of being

020

named a partner.

c o n s t r u c t i o n

6

S + 관계사 [V / S + V] (불완전한 문장) + V
은[는/이/가]

[하는 / 가ㅤ 하는]

하다

E XAMPLE
021

Students / who offer their seats to elderly people / always look good.
학생들은

실전 구문 한판승

022

020

그들의 자리를 노인들에게 양보하는

언제나 보기 좋다

Spacecraft / which is re-entering the earth’s atmosphere / is affected by g-forces.
우주선은

지구의 대기 속으로 재진입하는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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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21

01

PART Ⅰ 주어를 잡아라

긴 주어 가려내기

zeus’s TIP

•선행사가 관계사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중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이하에는 그
중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who, whom, that)인지 사물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which, that)인지도 구별해라.

023

The names of pitches are associated with particular frequency values. Our current system is
called A440 because the note we call ‘A’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has been
fixed to have a frequency of 440 Hz.

024

기출

While there’s plenty of research that shows that people who work with the muscles above
their neck create all kinds of stresses for themselves, it’s the people who focus on the why of
their jobs as opposed to the what and the how who can manage the day-to-day problems more
easily.

G RAMMAR PLUS
025

The sufferings [who / that] fate inflicts on us should be borne with patience, what enemies

실전 구문 한판승

inflict with manly courage. (Thucydides)

022

http://www.facebook.com/zeusenglishofficial

실전 구문 한판승

실전 구문 한판승

01 긴 주어 가려내기

ZEUS SKILLS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