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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9월 19번]

19.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n the middle of the night, / Matt suddenly awakened. 
잠 에 서 깼 다

한밤중에, / Matt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He glanced at his clock. / It was 3:23. 
힐 끗 보 았 다

그는 그의 시계를 흘긋 보았다. / 3시 23분이었다. 

For just an instant / he wondered what had wakened 

him. 

잠시 동안 / 그는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궁금했다. 

Then he remembered. / He had heard someone come 
to come (X)

into his room. 

그때 그는 기억했다. /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온 것을 그가 들었다는 것

을. 

Matt sat up in bed, rubbed his eyes, / and looked 
비 볐 다

around the small room. 

Matt는 침대에 꼿꼿이 앉아 그의 눈을 비비고, /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Mom?” he said quietly, / hoping he would hear his 

mother’s voice / assuring him that everything was all 
안 심 시 키 는

right.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는데, / 엄마의 목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기를 바

라면서였다 /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는. 

한밤중에 방 안에서 들리는 숨소리

한밤중에, Matt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그는 

그의 시계를 흘긋 보았다. 3시 23분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궁금했

다. 그때 그는 기억했다.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온 것을 그가 들었다는 것을. Matt는 침

대에 꼿꼿이 앉아 그의 눈을 비비고 작은 방

을 둘러보았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는

데,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는 엄

마의 목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였다. 

•awaken ⓥ 잠에서 깨다

•glance ⓥ 흘낏 보다

•for an instant 잠시 동안

•rub ⓥ 비비다

•assure ⓥ 안심시키다

•rhythmic ⓐ 리드미컬한, 규칙적으로 순환

하는

 ⑤ mysterious and frighten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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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re was no answer. 

그런데 답이 없었다. 

Matt tried to tell himself / that he was just hearing things. 
h i m ( X ) 방 금

Matt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 그가 막 물건들의 소리를 들었다

고. 

But he knew he wasn’t. 

그런데 그는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There was someone in his room. 

그의 방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He could hear rhythmic, scratchy breathing / and it 

wasn’t his own. 

그는 규칙적으로 긁는 듯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He lay awake for the rest of the night. 
깬 상 태 로

그는 남은 밤 동안 깬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런데 답이 없었다. Matt는 그가 막 물건들

의 소리를 들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노

력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방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긁는 듯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은 밤 동안 깬 상태로 누워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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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2 [21년 6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Cindy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e day, / Cindy happened to sit next to a famous artist 
우 연 히 . . . 하 다

in a café, / and she was thrilled to see him in person. 
흥분한 , 신난 원인 직 접

어느 날, / Cindy는 카페에서 우연히 유명한 화가 옆에 앉게 되었고, /  그

녀는 직접 그를 만나게 되어 감격했다. 

He was drawing on a used  napkin over coffee . 
사용한 냅킨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사용하던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She was looking on in awe. 
지켜보고 있다 경 외 심

그녀는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After a few moments, / the man finished his coffee / and 

was about to throw  away the napkin as he left. 
throwing (X)

잠시 후에, / 그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 자리를 뜨면서 그 냅킨을 

버리려고 했다. 

Cindy stopped him. 

Cindy는 그를 멈춰 세웠다.

“Can I have that napkin you drew on?”, she asked. 

“당신이 그림을 그렸던 냅킨을 가져도 될까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Sure,” he replied. // “Twenty thousand dollars.” 

“물론이죠,”라고 그가 대답했다. // “2만 달러 입니다.” 

냅킨에 그린 유명 화가의 그림

어느 날, Cindy는 카페에서 우연히 유명한 

화가 옆에 앉게 되었고, 그녀는 직접 그를 만

나게 되어 감격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사용하던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

는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 남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자리

를 뜨면서 그 냅킨을 버리려고 했다. Cindy

는 그를 멈춰 세웠다. “당신이 그림을 그렸던 

냅킨을 가져도 될까요?”라고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라고 그가 대답했다. “2만 달러입

니다.”

•thrilled ⓐ 흥분한, 감격한

•draw ⓥ 그리다

•awe ⓝ 경외심

•reply ⓥ 대답하다

be about to do : 막 v하려는 참이다

A lot of people give up just before 

they’re about to achieve success.

= be on the verge of -ing

= be on the point of v-ing

She was on the point of leaving when 

he finally arrived. 

 ③ excited → surpris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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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said, with her eyes wide-open, / “What? / It took you 

like two minutes to draw that.” 
2분 남짓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 “뭐라구요? / 그리는 데 2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It + takes + 사람 + 시간 + to do 

= It + takes + 시간 + for 사람 + to do

It took you like two minutes to draw that

It took like two minutes for you to draw that

“No,” he said. // “It took me over sixty years to draw this.” 

“아니요,”라고 그가 말했다. // “나는 이것을 그리는 데 60년 넘게 걸렸어

요.” 

Being  at a loss, / she stood still rooted to the ground. 
어쩔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 그녀는 꼼짝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뭐라구

요? 그리는 데 2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아

니요,”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이것을 그리

는 데 60년 넘게 걸렸어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꼼짝 못한 채 서 있었다. 

•at a loss 어쩔 줄을 모르는

•rooted ⓐ ~에 뿌리를 둔[정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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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년 3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Shirley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On the way home, / Shirley noticed a truck / parked in 
parking (X)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길 건 너

집에 오는 길에, / Shirley는 트럭 한 대를 알아차렸다 / 길 건너편 집 앞에 

주차된. 

New neighbors! 

새 이웃이었다!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Shirley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 she 

asked Pa at dinner. 
아 빠

“새 이웃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셔요?” 라고 /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는 아빠

에게 물었다. 

He said, / “Yes, and there’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그는 말했다, / “그럼, 그리고 네 흥미를 끌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지.”

Shirle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Shirley는 더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다.

Pa said joyfully, /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놀 이 친 구

아빠는 기쁘게 말했다, / “딱 네 나이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어. // 아마 그 

애가 네 놀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새로 이사 온 이웃

집에 오는 길에, Shirley는 트럭 한 대가 길 

건너편 집 앞에 주차된 것을 알아차렸다. 새 

이웃이었다! Shirley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

어 죽을 지경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

는 “새 이웃에 대해 뭔가 알고 계셔요?”라고 

아빠에게 물었다. 그는 “그럼. 그리고 네 흥미

를 끌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지.”라고 말했다. 

Shirley는 더 묻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았다. 

아빠는 “딱 네 나이의 여자아이가 한 명 있

어. 아마 그 애가 네 놀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라고 기쁘게 말했다.

•notice ⓥ 알아차리다

•park ⓥ 주차하다

•neighbor ⓝ 이웃

•joyfully ad 기쁘게

•playmate ⓝ 놀이 친구

•pray ⓥ 기도하다

 ① curious and exci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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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le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하 마 터 면

Shirley는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How many times had she prayed for a friend? 

그녀가 얼마나 많이 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던가?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기 도 가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She and the new girl could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 and become best friends.

그녀와 새로 온 여자아이는 함께 학교에 가고, 함께 놀고, /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Shirley는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이 친구를 달라고 기도했던

가?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녀

와 새로 온 여자아이는 함께 학교에 가고, 함

께 놀고,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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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년 11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On my seventh birthday, / my mom surprised me / with a 

puppy waiting / on a leash. 
목줄을 메고

나의 일곱 번째 생일에 / 엄마는 나를 놀라게 했다 /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로 / 목줄을 매고

It had / beautiful golden fur and an adorable tail. 
사 랑 스 러 운

그것은 가지고 있었다 / 아름다운 황금빛 털과 사랑스러운 꼬리를

It was exactly / what I had always dreamed of. 

그것은 바로 것이었다  / 내가 항상 꿈꿨던 

I took the dog everywhere / and slept with it every night. 

나는 그 강아지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고 /  매일 밤 같이 잤다 

A few months later, / the dog got out of the backyard / 

and was lost. 

몇 달 후 / 그 강아지는 뒷마당에서 빠져나가 / 사라졌다 

I sat on my bed / and cried for hours / while my mother 

watched me silently / from the doorway of my room.
출 입 구

나는 침대에 앉아 / 몇 시간 동안 울었다 / 엄마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동안 / 내 방 문간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슬픔

나의 일곱 번째 생일에, 목줄을 매고 기다리

고 있는 강아지로 엄마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황금빛 털과 사랑스러운 꼬

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항상 

꿈꿨던 것이었다. 나는그 강아지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고 매일 밤 같이 잤다. 몇 달 후, 

그 강아지는 뒷마당에서 빠져나가 사라졌다. 

엄마가 내 방 문간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

는 동안 나는 침대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울었

다. 

•leash ⓝ 가죽 끈, 목줄

•fur ⓝ 털, 모피

•adorable ⓐ 사랑스러운

•backyard ⓝ 뒷마당

 ① delighted → sorrowfu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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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nally fell asleep, / exhausted from my grief.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 슬픔에 지쳐

My mother never said a word to me / about my loss, / but 

I knew / she felt the same as I did.
대동사

엄마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 나의 상실에 대해 / 나는 알았다 

/ 엄마도 나와 똑같이 느꼈다는 것을 

나는 슬픔에 지쳐 마침내 잠이 들었다. 엄마

는 나의 상실에 대해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엄마도 나와 똑같이 느꼈다

는 것을 알았다.

•exhausted ⓐ 기진맥진한

•grief ⓝ 슬픔

•loss ⓝ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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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5 [20년 9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Salva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Salva had to raise money / for a project to help southern 
모금하다

Sudan. 

Salva는 모금을 해야 했다 / 남수단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It  was the first time / that Salva spoke in front of an 
가주어 진 주 어

audience. 

처음이었다 / Salva가 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There were more than a hundred people.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Salva’s knees were shaking / as he walked to the 
무 릎 이

microphone. // “H-hhello,” he said. 

Salva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 그가 마이크로 걸어갈 때. // “아-아-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His hands trembling, / he looked out at the audience. 

그의 손은 떨렸고, / 그는 관중을 바라보았다. 

Everyone was looking at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At that moment, / he noticed / that every face looked 

interested in what he had to say. 
that (X)

그때, / 그는 알아차렸다 / 모든 얼굴이 그가 말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

어 보임을.  

첫 연설을 앞두고 긴장한 소년

Salva는 남수단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

해서 모금을 해야 했다. Salva가 관중 앞에

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백 명이 넘는 사

람들이 있었다. 그가 마이크로 걸어갈 때 

Salva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아-아-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손은 떨렸

고, 그는 관중을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모든 얼굴이 그

가 말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보임을 알

아차렸다. 

•raise ⓥ 모금하다

•audience ⓝ 관중

•shake ⓥ 흔들리다, 흔들다

•microphone ⓝ 마이크

•tremble ⓥ 떨리다, 떨다

•at that moment 그때, 그 순간에

•interested ⓐ 관심 있는

•feel at ease 안심하다, 안도하다

His hands trembling,he looked out at 

the audience. 

= While his hands were trembling, 

he looked out at the audience. 

 ① nervous → relie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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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People were smiling / and seemed friendly.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 우호적으로 보였다.

That made him feel  a little better, / so he spoke into the 
to feel (X)

microphone again. 

그것이 그의 기분을 좀 더 나아지게 해서, /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

다. 

“Hello,” he repeated. 

“안녕하세요.” 그는 반복했다.

He smiled, feeling at ease, / and went on. 
걱정없이 이 어 갔 다

그는 안심하여 미소를 지었고, / 말을 이어갔다. 

“I am here to talk to you / about a project for southern 

Sudan.”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남수단을 위한 프로젝

트에 관해.”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우호적으로 보였

다. 그것이 그의 기분을 좀 더 나아지게 해서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안녕하세

요.” 그는 반복했다. 그는 안심하여 미소를 지

었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남수단을 위한 프

로젝트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 자

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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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6 [20년 6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Erda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Erda lay on her back in a clearing, / watching drops of 
누웠다 개 간 지

sunlight slide / through the mosaic of leaves above her. 
스 며 들 다 모자이 모양의 나뭇잎 사이로

Erda는 개간지에 누워, / 부서진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 그녀 

위쪽의 모자이크 모양의 나뭇잎 사이로.

She joined them for a little, / moving with the gentle 
온 화 한

breeze, / feeling the warm sun feed  her. 
미 풍 자양분을 주다

그녀는 그것들과 잠시 함께했다, / 미풍을 따라 움직이면서, / 따뜻한 태양

이 자신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을 느끼며,. 

A slight smile was spreading over her face.
번 지 고 있 었 다

그녀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She slowly turned over and pushed her face into the 
돌 렸 다 내 밀 었 다

grass, / smelling the green pleasant scent from the fresh 

wild flowers. 

그녀는 몸을 천천히 돌려 풀밭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 신선한 야생화로부

터 풍겨 오는 푸르고 쾌적한 향기를 맡으며.

일상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움을 만끽

하는 Erda

Erda는 개간지에 누워 그녀 위쪽의 모자이

크 모양의 나뭇잎 사이로 부서진 햇살이 스며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태양

이 자신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을 느끼며, 미

풍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들과 잠시 함께했

다. 그녀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

다. 그녀는 몸을 천천히 돌려 신선한 야생화

로부터 풍겨 오는 푸르고 쾌적한 향기를 맡으

며 풀밭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clearing ⓝ 개간지

•mosaic ⓐ 모자이크 모양의

•breeze ⓝ 산들바람

•scent ⓝ 향기

 ① relax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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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Free from her daily burden, / she got to her feet and 

일어났다

went on.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 그녀는 일어서서 걸었다. 

Erda walked between the warm trunks of the trees. 
줄 기

Erda는 나무들의 따뜻한 기둥 사이를 걸었다.

She felt / all her concerns had gone away.

그녀는 느꼈다. / 모든 걱정이 사라졌음을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녀는 일어서서 걸

었다. Erda는 나무들의 따뜻한 기둥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음을 느꼈

다.

•burden ⓝ 부담

•trunk ⓝ (나무의) 기둥

•concern ⓝ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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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7 [20년 3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was diving alone in about 40 feet of water / when I got 

a terrible stomachache. 

40피트 정도의 물속에서 혼자 잠수하고 있었을 때 / 그 때 나는 배가 몹

시 아팠다.

I was sinking / and hardly able to move. 

나는 가라앉고 있었고 /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I could see my watch / and knew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on the tank / before I would be out of air.

나는 시계를 볼 수 있었고 / (산소) 탱크 잔여 시간이 조금 밖에 없다는 것

을 알았다 / 공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It was hard for me / to remove my weight belt. 
g e t r i d o f

내게 힘들었다 / 웨이트 벨트를 벗기가.

Suddenly I felt a prodding from behind me / under the 
찌 르 는 것 밑 으 로

armpit. 
겨 드 랑 이

갑자기 나는 뒤에서 쿡 찌르는 것을 느꼈다 / 겨드랑이 밑으로.

My arm was being lifted forcibly. // Around into my field 
강 제 로 시 야 안 으 로

of vision / came an eye. 
도 치

내 팔이 강제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다. // 내 시야 안으로 / 눈이 하나 들어

왔다.  

위급한 상황에서 돌고래의 도움

40피트 정도의 물속에서 혼자 잠수하고 있었

을 때, 나는 배가 몹시 아팠다. 나는 가라앉

고 있었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시

계를 볼 수 있었고 공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산소) 탱크 잔여 시간이 조금 밖에 없다는 것

을 알았다. 웨이트 벨트를 벗기가 힘들었다. 

갑자기 나는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쿡 찌르

는 것을 느꼈다. 내 팔이 강제로 들어 올려지

고 있었다.

•dive ⓥ 잠수하다

•terrible ⓐ 심한

•stomachache ⓝ 복통

•sink ⓥ 가라앉다

•hardly ad 거의 ~ 않다

•remove ⓥ 벗다, 제거하다

•weight belt 웨이트 벨트 (잠수, 운동 때 무

게를 더하기 위해 착용하는 벨트, 재킷)

•suddenly ad 갑자기

•armpit ⓝ 겨드랑이

•lift ⓥ 들어 올리다, 들리다

•forcibly ad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field of vision 시야 

 ⑤ frightened → reliev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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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It seemed to be smiling.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It was the eye of a big dolphin. 

그것은 큰 돌고래의 눈이었다.

Looking into that eye, / I knew I was safe. 

그 눈을 들여다보니, /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I felt / that the animal was protecting me, / lifting me 

toward the surface.

나는 느꼈다 / 그 동물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 나를 수면으로 들어 

올려.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큰 돌고

래의 눈이었다. 그 눈을 들여다보니, 나는 안

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동물이 수면

으로 나를 들어 올려 보호해 주고 있다고 느

꼈다.

•surface ⓝ 표면, 외부

분사구문과 동명사 구별하기!

ing ---------------, S(주어) + V(동사) : 문장 2개

ing ------------ V(동사).: 문장 1개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 접속사 S+V, S+V

1. 접속사 지운다 / 단, 작가 판단으로 생략이 안되

는 경우도 있음

2.주어가 같으면 주어 지운다 / 다르면 생략 불가

3. not은 맨 앞으로 보낸다

① It being fine, we went swimming.(주어가 

다름)

② Not receiving an answer, I called him 

again. (Not 앞으로)

③ When collaborating on an urgent project, 

staff must work together.(접속사 생략 안함)

④ Entering the room, I saw a cat eating my 

lunch.(분사구문)

⑤ Reading good books improves the mind.

(동명사 ➡ improve 동사 ➡문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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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8 [19년 11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Norm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Norm and his friend Jason / went on a winter camping 

trip. 

Norm과 그의 친구 Jason은 / 겨울 캠프 여행을 갔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 Norm suddenly woke up 

sensing something was terribly wrong. 
감 지 하 면 서

한밤중에, / Norm은 갑자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깼다.

To his  surprise , / the stove was glowing red! 
놀랍게도 to+소유격+감정명사 달 아 오 른

놀랍게도, / 난로가 빨갛게 타고 있었다!

Norm shook Jason awake / and told him to look at the 
흔들어 깨웠다

stove. 

Norm이 Jason을 흔들어 깨워 / 그에게 난로를 보라고 말했다.

Jason said he had filled it with every piece of wood / he 

could fit  into it . 
끼워 넣다 the stove

Jason은 모든 나무 조각을 난로에 채워 넣었다고 말했다 / 자신이 거기

에 끼워 넣을 수 있는

Norm thought / the cabin was going to catch fire.
불이 나다

Norm은 생각했다 / 오두막에 불이 날 것이라고.

친구와의 캠핑 여행

Norm과 그의 친구 Jason은 겨울 캠프 여행

을 갔다. 한밤중에 Norm은 갑자기 뭔가 대단

히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깼다. 놀랍게도 난

로가 빨갛게 타고 있었다! Norm이 Jason

을 흔들어 깨워 그에게 난로를 보라고 말했

다. Jason은 자신이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

는 모든 나무 조각을 난로에 채워 넣었다고 

말했다. Norm은 오두막에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in the middle of ~의 도중에

•suddenly ad 갑자기

•sense ⓥ 감지하다, 느끼다

•terribly ad 대단히, 몹시

•stove ⓝ 난로

•fill ⓥ 채우다, 메우다

•fit ⓥ 끼우다, 끼워 맞추다

•cabin ⓝ 오두막

•catch fire 불붙다, 타오르다

 ① alarmed and ups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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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He started swearing at Jason. 

욕 하 다

그는 Jason에게 욕하기 시작했다.

He pulled Jason out of his bed, / opened the front door / 
끌 어 냈 다

and threw him out into the snow. 

그는 Jason을 그의 침대에서 끌어내려, / 앞문을 열고 / 그를 눈 속으로 

내쫓았다. 

Norm yelled out in anger, / “Don’t come back in / until I 
소 리 쳤 다

get this stove cooled off!”
식 히 다

Norm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 “들어오지 마 / 내가 이 난로를 식힐 때까

지!”라고. 

그는 Jason에게 욕하기 시작했다. 그는 

Jason을 그의 침대에서 끌어내려, 앞문을 열

고, 그를 눈 속으로 내쫓았다. Norm은 화가 

나서 “내가 이 난로를 식힐 때까지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swear ⓥ 욕을 하다

•yell ⓥ 소리치다, 고함치다

•in anger 화가 나서, 노하여  

16



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9 [19년 9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 board the plane, take off, / and climb out into the night 

sky.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 밤하늘로 올라간다. 

Within minutes, / the plane shakes hard, and I freeze, / 

feeling like I’m not in control of anything. 

몇 분 되지 않아, /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나는 몸이 굳는다, / 아무것

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The left engine starts losing power / and the right engine 
동력을 잃다

is nearly dead now. 

왼쪽 엔진은 동력을 잃기 시작하고 / 오른쪽 엔진은 이제 거의 멈췄다.

Rain hits the windscreen / and I’m getting into heavier 
부딪히다 조 종 석 창 들 어 간 다 더 악화되는 기상

weather.
속 으 로 . . . .

비가 조종석창에 부딪히고 / 나는 더 악화되는 기상 속으로 들어간다.

 I’m having trouble / keeping up  the airspeed.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나는 어렵다 / 풍속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비행기 조종 중에 겪은 비상 상황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서, 밤하늘로 올

라간다. 몇 분 되지 않아 비행기가 심하게 흔

들리고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을 느끼며 몸이 굳는다. 왼쪽 엔진은 동력을 

잃기 시작하고 오른쪽 엔진은 이제 거의 멈췄

다. 비가 조종석창에 부딪히고 나는 더 악화

되는 기상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풍속에 보

조를 맞추는 것이 어렵다.

•board ⓥ 타다

•take off 이륙하다

•freeze ⓥ (몸이) 굳다

•windscreen ⓝ 조종석 창

•keep up 보조를 맞추다

•airspeed ⓝ 풍속

•reach for ~로 손을 뻗다

have trouble[problem, difficulty] - ing / 

have a hard[difficult]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② terrified   → reliev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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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기출의 바이블 고1 영어_2강 
분석자료 

Update 2022. 3. 3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hen I reach for the microphone to call  the center / to 

손 을 뻣 다 전화하려고

declare an emergency, / my shaky hand accidentally 
보고하기 위해서 비 상 상 황 을 떨 리 는 우 연 히

bumps the carburetor heat levers, / and  the left engine 
기 화 기 열 레 버

suddenly regains power.
되 살 아 난 다 동 력 이

내가 센터에 전화하려고 마이크에 손을 뻗을 때 / 비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 나의 떨리는 손이 우연히 기화기 열 레버를 툭 쳤고, / 갑자기 왼쪽 

엔진의 동력이 되살아난다. 

I push the levers to full. // Both engines backfire and 
누 른 다 최대로 점 화 된 다

come to full power. 
이 르 다 최대 동력에

나는 레버를 끝까지 누른다. // 두 엔진이 모두 점화되어 최대 동력에 이르

게 된다. 

Feeling that the worst is over, / I find my whole body 
온몸의 긴장

loosening up and at ease. 
풀 린 다 전부다 마음이 편한

최악의 고비가 끝났다고 느끼며, / 나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짐

을 알게 된다.

• carburetor heat lever: 기화기 열 레버

비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센터에 전화하려

고 마이크에 손을 뻗을 때, 나의 떨리는 손이 

우연히 기화기 열 레버를 툭 쳤고, 갑자기 왼

쪽 엔진의 동력이 되살아난다. 나는 레버를 

끝까지 누른다. 두 엔진이 모두 점화되어 최

대 동력에 이르게 된다. 최악의 고비가 끝났

다고 느끼며, 나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편

안해짐을 알게 된다.

•microphone ⓝ 마이크

•emergency ⓝ 비상 상황

•shaky ⓐ 떨리는

•accidentally ad 우연히

•bump ⓥ 툭 치다

•regain ⓥ 되살아나다

•backfire ⓥ 점화되다

•loosen up 긴장을 풀다

•at ease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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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0 [19년 6월 19번]

19.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1

The Chief called for Little Fawn to come out, / and took 

her right hand and Sam’s right hand / and tied them 

together with a small piece of leather. 
가 죽

추장은 Little Fawn을 나오라고 불러, / 그녀의 오른손과 Sam의 오른손

을 잡고 / 그 두 손을 한 가닥의 작은 가죽 끈으로 함께 묶었다. 

He gave a big yell and told Sam, / “You’re now a married 

man.”

그는 큰 소리로 Sam에게 말했다, / “너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As soon as the wedding ceremony was over, / the 

celebration began.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 축하 행사가 시작되었다. 

Fawn and Sam sat on blankets / as  young boys and girls 
~할 때

began dancing to flute music and drum beats. 

Fawn과 Sam은 담요 위에 앉았다 /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이 피리 음과 

북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자. 

결혼식 후의 축하 행사

추장은 Little Fawn을 나오라고 불러, 그녀

의 오른손과 Sam의 오른손을 잡고 그 두 손

을 한 가닥의 작은 가죽 끈으로 함께 묶었다. 

그는 큰 소리로 Sam에게 말했다. “너는 이

제 결혼한 사람이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축하 행사가 시작되었다. 어린 소년들과 소녀

들이 피리 음과 북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

작하자 Fawn과 Sam은 담요를 깔고 앉았

다.

•call for (큰 소리로) 부르다

•leather ⓝ 가죽

•celebration ⓝ 축하 행사

•blanket ⓝ 담요

•rise up 일어서다

•clap ⓥ (손뼉을) 치다

the instant/ the minute/ the moment / 

as soon as + S + V: ~하자마자

 ⑤ festiv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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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hey danced in circles / making  joyful sounds and 

원을 이루며 흥겨운 소리를 지르며

shaking their hands / with arms raised over their heads. 
흔 들 며 raising (X)

그들은 원을 이뤄 춤을 추었다 / 흥겨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며 / 머

리 위로 팔을 올려. 

Fawn rose up and joined them. 

Fawn은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했다.

People started clapping and singing.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Fawn and Sam were two happy people.

Fawn과 Sam은 둘 다 행복했다. 

그들은 흥겨운 소리를 지르고 머리 위로 손

을 올려 흔들며 원을 이뤄 춤을 추었다. 

Fawn은 일어서서 그들과 함께했다. 사람들

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Fawn과 Sam은 둘 다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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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1 [19년 3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I’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It was my first day of school at St. Roma High School. 

St. Roma 고등학교에서의 학기 첫날이었다.

The uniforms were a lot fancier / than in middle school. 
교 복 멋 진

교복은 훨씬 더 멋졌다 / 중학교 때보다. 

As a St. Roma student, / I had to wear / a green sweater 

with the school label on the shoulder, / khaki skirt or 

khaki pants, a white blouse, and a green St. Roma tie. 

St. Roma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 나는 착용해야 했다 / 어깨에 학교 표

시가 있는 녹색 스웨터, / 카키색 치마나 바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녹

색 St. Roma 고등학교 타이를.

“There’s my St. Roma student,” / said Mom. 

“여기 우리 St. Roma 고등학교 학생이 있네.” / 라고 엄마는 말했다.

“You’re ready for your first day?” she asked. 

엄마는 “첫날 등교할 준비는 되었니?”라고 물었다. 

“Yes!” I told her.

나는 “예!”라고 엄마에게 대답했다.

고등학교 등교 첫날

St. Roma 고등학교에서의 학기 첫날이었

다. 교복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멋졌다. 

St. Roma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나는 어깨

에 학교 표시가 있는 녹색 스웨터, 카키색 치

마나 바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녹색 St. 

Roma 고등학교 타이를 착용해야 했다. 엄마

는 “여기 우리 St. Roma 고등학교 학생이 

있네.”라고 말했다. 엄마는 “첫날 등교할 준비

는 되었니?”라고 물었다. 나는 “예!”라고 엄마

에게 대답했다.

•fancy ⓐ 멋진

 ② exci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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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hen we got into the car and headed to school, / my 

향 했 다

mind started to imagine how my first day of school 

would turn out. 
펼쳐지다

우리가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을 때, / 나의 마음은 학기 첫날이 어떻게 펼

쳐질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Maybe I’ll have new friends. 

‘아마도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거야.

Maybe I’ll be the best in the class.

아마도 나는 반에서 최고가 될 거야.’ 

 I could not wait  to start my first day at a new school.
몹시 ~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첫날을 얼른 시작하고 싶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을 때, 나의 마

음은 학기 첫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

게 될 거야. 아마도 나는 반에서 최고가 될 거

야.’ 나는 새로운 학교에서 첫날을 얼른 시작

하고 싶었다.

•head to ~로 향하다

•turn out ~로 밝혀지다, (일·결과 등이 특정 

방식으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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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12 [18년 11월 19번]

19. 다음 글에 드러난 Clara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Clara, an 11-year-old girl, / sat in the back seat of her 

mother’s car with the window down. 

11세 소녀 Clara는, /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어머니 차의 뒷좌석에 앉았

다.

The wind from outside blew her brown hair / across her 

ivory pale skin / ―she sighed deeply. 
창 백 한 피 부 에 한숨을 쉬었다

바깥으로부터의 바람이 갈색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 그녀의 상아색 창백

한 피부에 / - 그녀가 깊이 한숨을 쉬었다.

She was sad about moving and was not smiling. 
이 사

그녀는 이사하는 것에 슬펐고 웃고 있지 않았다. 

Her heart felt like it hurt. 

그녀의 마음이 아픈 것 같았다. 

The fact that she had to leave everything she knew / 

broke her heart.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 그녀의 마음을 아

프게 했다. 

이사로 인해 정든 동네와 친구를 떠나는 슬픔

11세 소녀 Clara는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의 

어머니 차의 뒷좌석에 앉았다. 바깥으로부터

의 바람이 그녀의 상아색 창백한 피부에 갈

색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가 깊이 한숨

을 쉬었다. 그녀는 이사하는 것에 슬펐고 웃

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이 아픈 것 같았

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한

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ivory ⓐ 상아색의

•pale ⓐ 창백한

•sigh ⓥ 한숨을 쉬다

•deeply ad 깊이

•face ⓥ 마주하다

 ⑤ sorrowful and worri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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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en years / ―that was a long time to be in one place 

and build memories and make friends. 

11년 / -그것은 한곳에 머물며 추억을 쌓고 친구를 사귄 긴 시간이었다.

She had been able to finish out the school year with her 

friends, / which was nice, / but she feared she would 
두 려 워 했 다

face the whole summer and the coming school year 
마주하다 다 가 올 학 년

alone. 
홀 로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학년을 마칠 수 있었고, / 그것이 좋았는데, 

/ 여름 전체와 다가올 학년을 홀로 마주할 것을 그녀는 두려워했다. 

Clara sighed heavily.
한숨을 쉬었다

Clara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11년, 그것은 한곳에 머물며 추억을 쌓고 친

구를 사귄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

구들과 함께 학년을 마칠 수 있었고, 그것이 

좋았는데, 여름 전체와 다가올 학년을 홀로 

마주할 것을 그녀는 두려워했다. Clara는 한

숨을 크게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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