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패스                                                         [문법] 9급 기출의 비밀                                     [추석특강]      해커스 패스 김형구 교수

 

Point 01  기출의 유형 

9급 공무원 지방직과 국가직의 영어 문제에서 문법은 뚜렷한 3가지의 유형을 나타낸다.  

유형 01 

 [2012 9급 국가직]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예산이 빡빡해서 나는 15달러밖에 쓸 수가 없다. 

 → I am on a tight budget so that I have only fifteen dollars to spend. 

②  그의 최근 영화는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지루하다. 

 → His latest film is far more boring than his previous ones. 

③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기억하다니 그는 생각이 깊군요. 

 → It's thoughtful of him to remember the names of every member in our 

firm. 

④ 현관 열쇠를 잃어버려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벽돌로 유리창을 깼다. 

 → I'd lost my front door key, and I had to smash a window by a brick to 

get in. 
 

 

2012년에 국가직과 지방직에 모

두 2문제씩 출제되어 가장 중심

이 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출제 Point는 우리말의 논리적읶 

구조를 이해하여 이를 영어 문장

으로 옮기는 것으로 특히 기본적

읶 ‘주어’와 ‘동사’의 틀을 중심으

로 영작을 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문법 Point를 포함하기 때

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유형 01-1 

[2011 9급 상반기 지방직]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비로소 그녀가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①  I did not realize that she was in her office even when she called me. 

②  She called and told me that she was not in her office. 

③  I had not realized she was not in her office until she called me. 

④ She did call me in order to let me know that she was not in her office. 
 

 

영작으로 출제되는 또 다른 문제

유형이다. 유형 01에 비해서 제

시된 보기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출제 Point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유형 02 

[2012 9급 국가직]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She felt that she was good swimmer as he was, if not better. 

②  This phenomenon has described so often as to need no further cliches on the 

subject. 

③  What surprised us most was the fact that he said that he had hardly never 

arrived at work late. 

④ Even before Mr. Kay announced his movement to another company, the 

manager insisted that we begin advertising for a new accountant. 
 

 

어법상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문장은 갂단하지만 밑줄이 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못 됐는지는 평소에 공부해 놓

은 출제 Point를 중심으로 파악해

야 한다. 

유형 03 

[2012 9급 국가직]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A man who ① shoplifted from the Woolworth's store in Shanton in 1952 

recently sent the shop an anonymous letter of apology. In it, he said, "I ② have 

been guilt-ridden all these days." The item he ③ stole was a two dollar toy. He 

enclosed a money order ④ paid back the two dollars with interest. 
 

밑줄형 문제로 사실상 문법 실력

과 독해 실력을 동시에 물어보는 

유형이다. 때에 따라서 주어짂 문

단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라 하도라도 반드시 문

단 젂체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정

확한 답을 찾아내기 어렵다. 따라

서 빠른 독해가 요구되는 유형. 

 

 

Point 02  기출의 범위 [Part 01] 동사 Point 

최근 출제된 문법 문제의 출제 Point의 범위는 뚜렷하게 ‘동사’, ‘준동사’, ‘품사’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 물롞 비중은 동사

와 준동사에 관한 내용이 80%까지 차지하고 있으므로 월등하게 출제빈도가 높다. 과연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

되는지 출제 범위의 테두리를 만들어보자. 

자동사와 타동사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The college newspaper prints only the news that are of interest to the 

students and faculty. 

②  As soon as I will get all the vaccinations, I will be leaving for a break. 

③  Susan likes to lay down for a short nap every afternoon. 

④ The instructions require that we not use a red pen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와 목적어가 

없이 보통 젂치사와 함께 문장을 

이루는 자동사의 구분을 물어본다.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읷 수 있는 타동사이므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은 100%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이다. 

2형식 동사의 보어자리 

 [2009 9급 국가직]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 He smells badly. 

②  그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 

 → She is used to living alone. 

③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 

 → She is afraid of going out at night. 

④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지 재산이 아니다. 

 → The important thing is not what you have but what you are. 
 

 

2형식 문장을 이루는 상태동사와 

감각동사 뒤에 오는 보어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보어자리는 부사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부사로 잘못 채운 

문장을 많이 제시한다. 

5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자리 

[2012 9급 국가직]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미끄러졌다. 

 → We had much snow yesterday, which caused lots of people slip on 

the road. 

②  그 협정들은 작년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 The arrangements were agreed on at the meeting last year. 

③  나는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 I got scared when I saw the truck closing up on me. 

④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문으로 걸어 나갔다. 

 → I walked out of the front door without looking back. 
 

 

공무원 시험이 가장 좋아하는 Point 

중 하나이다. 5형식 목적보어와 

관련해서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암기하여 

물어보는 Point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적절한 시제 

[2011 9급 상반기 지방직]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비가 그치면 나는 외출할 것이다. 

 → I will go out if the rain stops. 

②  네가 집에 오면 나는 그것을 이미 끝냈을 것이다. 

 → I will be finished it if you come home. 

③  내가 기다린 지 한 시간 만에 그가 나타났다. 

 → I had waited for an hour before he appeared. 

④ 그는 3년 후에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 He will graduate from college in three years. 
 

 

시제는 항상 동사에서 확읶해야 하는 

Point이다. 하지만 많이 물어보는 

것이 보통 정해져 있다. 

 

① 완료시제 

② 시갂, 조건 부사젃의 시제 

③ 짂행형 

 

등의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는 

Point이다. 

 



수 일치 

[2012 7급 하반기 지방직]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number of people ① taking cruises ② continue to rise and ③ so 

does the number of complaints about cruise lines. Sufficient ④ 

information is still missing. 
 

수 읷치는 동사 Point의 기본이다. 

어떤 문장을 인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읶해야 하는 Point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보통은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물어볼 때가 많다. 

능동태와 수동태 

[2012 9급 국가직]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She felt that she was good swimmer as he was, if not better. 

②  This phenomenon has described so often as to need no further cliches on 

the subject. 

③  What surprised us most was the fact that he said that he had hardly never 

arrived at work late. 

④ Even before Mr. Kay announced his movement to another company, the 

manager insisted that we begin advertising for a new accountant. 
 

수 읷치와 함께 기본적으로 파악해

야 하는 Point이다. 주어와 동사와

의 해석 관계뿐 아니라 뒤의 목적어 

유, 무 여부로 확읶할 수 있다. 순서

는 먼저 목적어의 유, 무를 확읶하

도록 하자. 

 

Point 03  기출의 범위 [Part 02] 준동사 Point 

준동사 관련 문제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부정사와 동명사는 함께 묶어서,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구분해서 파

악하도록 한다. 

부정사와 동명사 

[2011 9급 국가직]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끝낼 수 없었다. 

 → I couldn’t finish the exam because I ran out of time. 

②  습관을 깨기란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 It is much more difficult than you’d expect to break a habit.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TV에서 지나친 폭력을 매우 싫어한다. 

 → Most people have a strong dislike to excessive violence on TV. 

④ 낮에는 너무 바빠 걱정할 틈도 없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 Blessed is the man who is too busy to worry in the day and too 

tired of lying awake at night. 
 

 

부정사와 동명사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하여 문제를 접근한

다. 부정사에 밑줄을 그었다면 동명

사로, 동명사에 밑줄을 그었다면 부

정사로 의심하도록 한다. 

 

추가로 부정사와 동명사의 관용표현

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한다. 

분사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Seattle, ① the biggest city in the Pacific Northwest has a low 

violent crime rate and, like Portland, ② offering excellent health 

car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for seniors. The city ③ ranks 

near the top in life expectancy and shows a low incidence of 

heart disease. ④ Its only obvious drawbacks are the high cost of 

living and a lack of sunny days. 
 

 

분사에 밑줄을 그었다면 반드시 현

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의심해 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사와 준동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한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Point 04  기출의 범위 [Part 03] 기타 동사 관련 Point 

가정법과 조동사도 사실상 동사 관련 Point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가정법은 공무원 시험에 매우 좋아하는 패턴이므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가정법 01 

[2010 9급 국가직]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①  I wish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②  I wished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③  I wish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④ I wished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가정법은 1%의 이해와 99%의 암

기로 이루어짂다. 따라서 기본 틀을 

암기하고 여러 문장에 적용시켜보면

서 출제 Point를 익혀 나가도록 하

자. 

가정법 02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If I had followed your advice, I would be very healthy now. 

②  I felt such nervous that I couldn’t concentrate on my work. 

③  John became great by allowing himself learn from mistakes. 

④ Tom moved to Chicago, which he worked for Louis Sullivan. 
 

 

최근 기출 된 문제에 혼합 가정법이 

출제되었다. 가정법의 범주는 모두 

시험에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익혀두

는 것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겠다. 

조동사 

[2010 9급 상반기 지방직]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이 가방은 가짜다. 비쌀 리가 없어. 

 → This handbag is fake. It can’t be expensive. 

②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 

 → In Korea, a presidential election held every five years. 

③  이 표면은 쉽게 닦인다. 

 → This surface cleans easily. 

④ 내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I think it impossible to hand in the paper by tomorrow.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의 부분

이다. 따라서 영작문제로 많이 출제

가 된다. 

 

기본적읶 조동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조동사

+have+p.p.’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

제도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

하여 기억하도록 하자. 

 



 해커스 패스                              [문법] 9급 기출의 재구성              [추석특강]    해커스 패스 김형구 교수  

 

1.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①  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 
  → He smells badly. 
 ②  그녀는 혼자 사는 데 익숙하다. 
  → She is used to live alone. 
 ③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겁낸다. 
  → She is afraid of going out at the night. 
 ④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지 재산이 아니다. 
  → The important thing is not what you have but what 

you are. 

 

2.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 ①  그가 조만간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 The rumor says he will be promoted sooner or 

later. 
 ②  음주 운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 I found it stupid driving under the influence. 
 ③  우리는 폭풍우 때문에 야구를 하지 못했다. 
  → The heavy rain prevented us to play baseball. 
 ④ 내 기억에는 그가 나에게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 I don’t remember for him to tell me such a direct 

lie. 

 

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 ① In the mid 1990s, ② it was estimated that 9 million 

Americans ③ were planning a summer vacation alone. 

Since then, the number of solo travelers ④ have 

increased. 

 

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4 ①  He is leaving for China next Friday. 
 ②  The weather has been nasty for half a month. 
 ③  I have not walked a mile before it began to rain. 
 ④ I read this book four times if I read it once again.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5 I ① looked forward this visit more than one ② would 

think, ③ considered I was flying seven hundred miles to 

sit alongside a ④ dying man. But I seemed to slip into a 

time warp when I visited Morrie, and I liked myself better 

when I was there. 

 

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6 New York’s Christmas is featured in many movies ① 

while this time of year, ② that means that this holiday is 

the most romantic and special in the Big Apple. ③ The 

coldest it gets, the brighter the city becomes ④ with 

colorful lights and decorations. 

 

 

 

 

7.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7 ①  영어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 It is by no means easy to learn English. 
 ②  비록 가난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고 부지런하다. 
  → Poor as she is, she is honest and diligent. 
 ③  사업에서 신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 Everything in business is so important as credit. 
 ④ 그 남자뿐만 아니라 너도 그 실패에 책임이 있다. 
  → You as well as he is responsible for the failure. 

 

 

8.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8 ①  I wish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②  I wished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③  I wish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④ I wished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9.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9 ①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끝낼 수 없었다. 
  → I couldn’t finish the exam because I ran out of time. 
 ②  습관을 깨기란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 It is very more difficult than you’d expect to break 

a habit.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TV에서 지나친 폭력을 매우 

싫어한다. 
  → Most people have a strong dislike to excessive 

violence on TV. 
 ④ 낮에는 너무 바빠 걱정할 틈도 없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 Blessed is the man who is too busy to worry in the 

day and too tired of lying awake at night. 

 

 

10.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0 ①  그는 결코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다. 
  → He is the last person to deceive you. 
 ②  그는 주먹다짐을 할 바에야 타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He would much rather make a compromise than 

fight with his fists. 
 ③  프레스코는 이태리 교회의 익숙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 Frescoes are so familiar a feature of Italian churches 

that they are easy to take it for granted. 
 ④ 그는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 Even though he didn’t go to the college, he is a very 

knowledgeable man. 

 

 

 



11.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1 ①  She objects to be asked out by people at work. 
 ②  I have no idea where the nearest bank is around here. 
 ③  Tom, one of my best friends, was born on April 4th, 

1985. 
 ④ Had they followed my order, they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12.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2 The Aztecs believed that chocolate ① made people 

intelligently. Today, we do not believe this. But chocolate 

has a special chemical ② calling phenylethylamine. This 

is the same chemical ③ the body makes when a person is 

in love. Which do you prefer -- ④ eating chocolate or 

being in love? 

 

1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3 A man who ① shoplifted from the Woolworth's store in 

Shanton in 1952 recently sent the shop an anonymous 

letter of apology. In it, he said, "I ② have been guilt-

ridden all these days." The item he ③ stolen was a two 

dollar toy. He enclosed a money order ④ paid back the 

two dollars with interest. 

 

14.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4 ①  She felt that she was good swimmer as he was, if not 

better. 
 ②  This phenomenon has been described so often as to 

need no further cliches on the subject. 
 ③  What surprised us most was the fact that he said that 

he had hardly never arrived at work late. 
 ④ Even before Mr. Kay announced his movement to 

another company, the manager insisted that we begin 

advertising for a new accountant. 

 

15.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5 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미끄러졌다. 
  → We had much snow yesterday, which caused lots of 

people slip on the road. 
 ②  그 협정들은 작년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 The arrangements were agreed on at the meeting 

last year. 
 ③  나는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 I got scared when I saw the truck closed up on me. 
 ④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문으로 걸어 나갔다. 
  → I walked out of the front door without looking 

back. 

 

16.  어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은? 

 Richard Wagner had the emotional stability of a (       ) 

child. 

16 ①  ten-year-old’s ② ten-year-olds 
 ③  ten-years-old ④ ten-year-old 

 

17.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7 ①  예산이 빡빡해서 나는 15달러밖에 쓸 수가 없다. 
  → I am on a tight budget so that I have only fifteen 

dollars to spend. 
 ②  그의 최근 영화는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더 지루하다. 
  → His latest film is far more bored than his previous 

ones. 
 ③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기억하다니 그는 

생각이 깊군요. 
  → It’s thoughtful of him to remember the names of 

every member in our firm. 
 ④ 현관 열쇠를 잃어버려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는 

벽돌로 유리창을 깼다. 
  → I’d lost my front door key, and I had to smash a 

window by a brick to get in. 

 

 

18.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8 ①  나는 그에게 충고 한 마디를 했다. 
  → I gave him an advice. 
 ②  많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그 모임에 왔다. 
  → Many father’s friends came to the meeting. 
 ③  나는 나 혼자서 사업을 운용하겠다고 주장하였다. 
  → I insisted to run my business alone. 
 ④ 밥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 
  → Bob regrets to waste his money on useless things. 

 

 

19.  다음 영작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9 ①  우리는 통금시간을 청소년을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 We don’t look at the curfew another way to hassle 

juveniles. 
 ②  불법 이민자 수가 이백만 명에서 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 Estimates of illegal immigrants range from two 

million to ten million. 
 ③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음으로써 의심을 없앨 수 

있다. 
  → We can rid ourselves of our suspiciousness only by 

procuring more knowledge. 
 ④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과가 없대요. 
  → Please sign here, in case it is not valid.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dancing bear at the circus was very entertaining. It 

was able to balance a ball on its nose __________ it was 

standing on one foot. 

20 ①  where 
 ②  whereas 
 ③  while 
 ④ now t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