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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Situating / Situated]at an elevation of 1,350m,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livinghere pleasant. 

2.  2)

  Recently, a severe disease hit Asian nations hard, 
[caused / causing] several hundred deaths.

3.  3)

  He worked along with volunteers for the program, 
which is [named / naming] after him―the Jimmy 
Carter Work Project 2001. 

4.  4)

  They become less [discouraging / discouraged] when 
they realize that they themselves can help make a 
better future. 

5.  5)

  For example, fifty kilograms of [recycled / recycling] 
paper saves one tree.

6.  6)

  Another reason the tribe does this is to make them 
seem [threatening / threatened] to their enemy.

7.  7)

 The students became so [interesting / interested] in 
rain forests that they decided to get a closer look at a 
real rain forest.

8.  8)

  Yet far too many people push and shove just to get 
on a few of those roads, while [left / leaving] most of 
the other ones empty.

9.  9)

  I said "I have to say you don't look discouraged."  
"Discouraged?" the boy asked with a [puzzling / 
puzzled] look on his face.

10.  10)

  Most wedding customs [observed / observing] in the 
U.S. today began in other countries and past 
centuries. 

11.  11)

  When my son was four, there were times when I 
told him  to do something and he just said, "No." I'd 
look at him in amazement, admiring his courage and 
[amusing / amused] by his boldness.

12.  12)

  China has often been [criticized / criticizing] for its 
abuse of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13.  13)

  Starfish are truly [amazing / amazed] creatures.

14.  14)

  For Westerners, Asia is an object of curiosity, with 
filmmakers often [turning / turned] to the Orient for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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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A government policy [restricted / restricting] the 
use of plastic bags is gradually taking root, 
particularly among large discount stores and retailers.

16.  16)

  [Shocking / Shocked] by her appearance, the 
American captain ordered her off the field.

17.  17)

  The poor dog, [surprised / surprising] this 
unexpected incident, was too slow to react.

18.  18)

  By 6000 B.C. they had begun hammering crude 
objects of copper, and by about 3000 B.C. they had 
acquired the know-how to alloy copper with tin to 
create durable metal tools and weapons, thus 
[ushering / ushered] in the Bronze Age.

19.  19)

  Roosevelt served four terms, and after his death 
during his last term in office, a law 
[restricted/restricting] the number of terms a 
president could serve was passed.

20.  20)

  Barney told Fred that he was going to Nick's 
Garage to get his tank [filling / filled] up with gas.

21.  21)

  Some vitamins are harmful if [taken / taking] above 
their levels, but others are not.

22.  22)

  It can be very [frustrated / frustrating] to people 
who want to speak to an actual person immediately.

23.  23)

  There is an underwater pyramid [located / locating] 
off the coast of the island of Yonaguni, Japan that 
remains a mystery.

24.  24)

  Thousands of pieces of shiny metal were 
[surrounded / surrounding] this unusual formation.

25.  25)

  But you won't find this land [crowed / crowding] 
with people who never want to catch a cold.

26.  26)

  While teaching at Princeton University, he once 
decided not to wear socks when he went to lectures, 
as shown in pictures still [kept / keeping] at the 
school.

27.  27)

  A more [interested / interesting] concept is to think 
about what would really happen if ordinary people 
possessed ESP.

28.  28)

  A ballot is a piece of paper listing the candidates 
for president. The votes are [counting / counted], and 
the person who gets the most votes becomes the new 
class president.

Homo Solutus (http://cafe.naver.com/homosol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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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석]
해발 1,350미터에 위치하여 반짝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내다보이

는 카트만두 시는 연중 내내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편한 곳이다.
[해설]
the city가 위치되어지므로 수동관계의 분사구문임

[정답] Situated

2) [해석]
최근에 심각한 질병이 아시아 국가에 퍼지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

게 되었다.
[해설]
disease가 초래했다(능동관계의 분사구문) / 수백 명의 사상자를

[정답] causing

3) [해석]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이름을 본떠서 “the Jimmy Carter Work 
Project 2001"이라고 이름지어졌다.
[해설]
the program이 이름이 지어지므로 수동태

[정답] named

4) [해석]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덜 낙심하게 된다.
[해설]
they가 discourage의 감정을 느낀 것이므로 p.p.임
[정답] discouraged

5) [해석]
예를 들어, 50킬로그램의 종이를 재활용하면 한 그루의 나무를 살

린다.
[해설]
paper를 수식하는 자리 : 종이가 재활되어지므로 수동관계

[정답] recycled

6) [해석]
그 부족이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적에게 위협적으

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them(목적어)+seem(목적보어) : them이 threaten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므로 -ing가 답임 - 감정동사

[정답] threatened

7) [해석]
그 학생들은 우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실제 우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하였다. 
[해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므로 p.p.임 - 감정동사

[정답] interested

8) [해석]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른 길들을 빈 채로 놔두

는 반면에 그 길들 중 몇 개로만 가기 위해 서로 밀친다.
[해설]
while (people are) leaving most of the other ones empty.
people이 대부분 다른 길들(목적어)을 빈(목적보어)채로 놔 두므로 

능동관계

[정답] leaving

9) [해석]
나는 “네가 낙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해야만 해”
라고 말했다. “낙담했다고?” 그 소년은 얼굴에 당황한 표정

을 지으며 물었다.
[해설]
look을 수식해 주는 감정동사 puzzle
: look(표정)이 당황함을 느낀 것이므로 p.p.임
[정답] puzzled

10) [해석]
오늘날 미국에서 지켜지는 대부분의 결혼관습은 다른 나라

에서 지난 수세기에 걸쳐 시작되었던 것이다.
[해설]
observe가 customs를 수식함 : customs가 지켜지는 것이므

로 수동관계

customs (which are) observed
[정답] observed

11) [해석]
내 아들이 네 살이었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뭔가를 하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저“싫어요.”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그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의 용기에 감탄하

면서 그 아이의 대담함에 즐거워하곤 했다.
[해설]
분사구문의 병렬구조 : 감정동사

I 가 즐거움을 느낀 것이므로 p.p.임
(being) amused임

[정답] amused

12) [해석]
중국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인권의 악용에 대해 종종 

비판을 받아 왔다.
[해설]
China가 비판을 받으므로 수동태임

[정답] criticized

13) [해석]
불가사리는 정말로 놀라운 생물이다.
[해설]
감정동사가 creatures를 수식함

creature가 놀란 것이 아니므로 -ing가 정답

[정답] amazing

14) [해석]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시아라는 나라는 호기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영화제작들은 종종 영감을 얻기 위해서 동양에 의

존하기도 한다.
[해설]
with + 명사 + [ing/p.p.] : 분사구문의 부대상황 - 
filmmaker가 의존하는 것이므로 능동관계.
[정답] turning

15) [해석]
특히, 대형 할인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의 사용을 규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설]
A government policy which restricts the use of plastic 
bags
the use를 목적어로 취하는 능동의 의미의 -ing가 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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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restricting

16) [해석]
그녀의 옷차림에 놀라서 미국의 주장은 그녀를 경기장에서 

나가도록 명령했다.
[해설]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를 분사앞에 두고 파악할 것. the 
American captain이 놀람을 느낀 것이므로, 감정동사는 

p.p.가 되어야함.
[정답] Shocked

17) [해석]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란 그 불쌍한 개는 너무 느려

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해설]
The poor dog, [surprised / surprising] : the poor dog이 

놀람을 느낀 것이므로 p.p.가 정답임 : surprise(감정을 나

타내는 동사)
[정답] surprised

18) [해석]
기원 전 6000년 경 그들은 조잡한 구리 물체를 만들기 시

작했고, 기원 전 3000년 경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내구

성있는 금속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청동시대를 안내했다.
[해설]
분사구문 : they가 청동기시대를 안내한 것이므로 능동관계

[정답] ushering

19) [해석]
Roosevelt는 네 번 연임했으며, 마지막 임기 중에 그가 사

망한 뒤 대통령의 연임 가능 회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해설]
a law(주어) (which is) restricting the number of terms a 
president could serve was passed(동사). a law가 임기의 

회수를 제한하다. : 능동관계 : 목적어가 (the number)가 

있음

[정답] restricting

20) [해석]
Barney는 Fred에게 차에 기름을 넣으러 Nick의 자동차 수

리소에 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설]
his tank(목적어)가 채워지므로 수동관계 filled(목적보어)
[정답] filled

21) [해석]
어떤 비타민은 권장량 이상으로 복용될 때 해롭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해설]
if (vitamins are) taken : 비타민이 복용되어지므로 수동관

계

[정답] taken

22) [해석]
실제 통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해설]
It이 사물이고 frustrate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므로 

frustrating이 정답

[정답] frustrating

23) [해석]
일본의 야나구니섬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수중 피라미드가 위치해 있다.
[해설]
pyramid (which is) located : pyramid가 위치되어지므로 

수동관계

[정답] located

24) [해석]
수천 개의 빛나는 금속 조각들이 이 이상한 구조물을 둘러

싸고 있었다.
[해설]
Thousands of pieces of shiny metal 가  this unusual 
formation.를 둘러싸므로 능동태가 되어야 함. 목적어가 있

음

[정답] surrounding

25) [해석]
하지만, 이 땅은 감기에 걸리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

로 붐비지는 않을 것이다.
[해설]
find + this land(목적어) + crowed(목적보어) : 목적어와 

목적보어관계를 확인할 것. 이 땅이 붐비게 되어 짐(사람들

로) : 수동관계

[정답] crowed

26) [해석] 
Princeton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대학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그는 한때 강

의에 들어가면서 양말을 신지 않기로 결심했다.
[해설]
kept가 pictures를 수식하는 형태 : 사진이 보관되어지므로 

수동관계 : pictures (which were) still kept 
[정답] kept

27) [해석]
더 흥미로운 개념은 보통 사람들이 ESP를 갖는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해설]
interesting이 concept을 수식함 : concept이 interest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므로 ing임

[정답] interesting

28) [해석]
투표용지는 반장이 될 후보자들을 적은 종이이다. 표결이 

행해지고,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는 사람이 새로운 반장이 

된다.
[해설]
투표수가 세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임

[정답] coun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