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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서문

구문독해 능력은 왜 중요할까요?

오롯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 구문독해 실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도 구문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문법을 잘 이해하고 포인트를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지 못해 빈칸에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구문독해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논리력이 필요한 빈칸 추론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문독해는 영어라는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수험생들이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구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독해에 꼭 필요한 구문만 쏙쏙 골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미정 영어 구문 마스터(굿바

이 구문독해!)’ 교재를 통해 구문을 쉽게 익히고 해석하는 해법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안미정 쌤. 굿바이 
구문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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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안미정 영어 구문 마스터(굿바이 구문독해!)



※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 긋고, 문장을 해석하시오.

1. He writes a letter to me every week. 

⇨                                                                                                                                                    

2. Some famous painters visited this art museum yesterday. 

⇨                                                                                                                                                

3. The airplane from Hong Kong will land at this airport soon.

⇨                                                                                                                                                

4. At the meeting, the managers will discuss several issues.

⇨                                                                                                                                                

5. Everything that you learn in school will be useful.

⇨                                                                                                                                                

6.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Peter bought a nice bag for his wife. 

⇨                                                                                                                                                

7. A young girl lives next door. She sings loudly every morning. 

⇨                                                                                                                                                

명사와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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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 writes [a letter] (to me every week). 

그는 매주 나에게 편지를 쓴다.

2. [Some famous painters] visited [this art museum] (yesterday). 

몇몇의 유명한 화가들이 어제 이 미술관을 방문했다.

3. [The airplane from Hong Kong] will land (at this airport soon).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가 곧 이 공항에 착륙할 것이다.

4. (At the meeting), [the managers] will discuss [several issues].

회의에서 관리자들은 몇 가지 안건들을 토론할 것이다. 

5. [Everything that you learn in school] will be [useful].

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유용할 것이다.

6. (For their wedding anniversary), [Peter] bought [a nice bag] (for his wife).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위해, Peter는 아내를 위한 멋진 가방을 샀다. 

7. [A young girl] lives (next door). [She] sings (loudly every morning). 

옆집에 어린 여자 아이가 산다. 그녀는 매일 아침 큰소리로 노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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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re is a big garden behind my school. I play there every day.

⇨                                                                                                                                                

9. There is a shopping center near my house. Many people visit it. 

⇨                                                                                                                                                

10. The city where I live has a big public library. 

⇨                                                                                                                                                

11. Lizzy misses her elder brother. He will come back to Korea tomorrow. 

⇨                                                                                                                                                

12. My little brother and I play baseball together. It is my favorite sport.

⇨                                                                                                                                                

13. My trip around Eastern Europe was the greatest adventure of my life. 

⇨                                                                                                                                                

14.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ot clear. The police are looking for clues. 

⇨                                                                                                                                                

15.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report, there are clear signs of global warm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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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re is [a big garden] (behind my school). [I] play (there every day).

우리 학교 뒤에 큰 정원이 있다. 나는 매일 그곳에서 논다. 

9. There is [a shopping center] (near my house). [Many people] visit [it]. 

우리 집 근처에 쇼핑센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다. 

10. [The city where I live] has [a big public library]. 

내가 사는 도시는 큰 공립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11. [Lizzy] misses [her elder brother]. [He] will come back (to Korea tomorrow).

Lizzy는 그녀의 오빠를 그리워한다. 그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12. [My little brother and I] play [baseball] (together). [It] is [my favorite sport].

내 남동생과 나는 함께 야구를 한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다. 

13. [My trip around Eastern Europe] was [the greatest adventure of my life]. 

나의 동유럽 여행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다. 

14.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not [clear]. [The police] are looking for [clues]. 

그 사고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경찰은 단서를 찾고 있다.

15.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report), there are [clear signs of global warming].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확실한 징후들이 있다. 



※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 긋고, 문장을 해석하시오.

1. To keep a secret is not easy for me. 

⇨                                                                                                                                                    

2. Planning a trip is always exciting. 

⇨                                                                                                                                                

3. To travel to London is my plan for this vacation.

⇨                                                                                                                                                

4. To change old habits is difficult for anyone.

⇨                                                                                                                                                

5. Becoming an astronaut was my dream long ago.

⇨                                                                                                                                                

6. To set a goal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life. 

⇨                                                                                                                                                

7. Buying things that you don't need is just waste of money. 

⇨                                                                                                                                                

동명사와 to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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