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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모의고사 30제  

 

[Part I] 
 

1.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1 ①  우리는 5일에서 7일 이내에 너에게 연락할 것이다. 
  → We will contact you within five to seven days. 
 ②  흡연은 당신의 얼굴이 주름지도록 한다. 
  → Smoking causes your face to wrinkle. 
 ③  너는 그냥 늦는 대신 우리에게 알릴 수도 있었다. 
  → You could have notified us instead of just being late. 
 ④ 그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직업을 바꿔야 할 때이다. 
  → It’s high time he will switch careers to one he likes 

better. 

 

2.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2 ①  그녀는 사랑니를 뽑았다. 
  → She had her wisdom teeth remove. 
 ②  변호사들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 The lawyers we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③  6시간 운전 한 후에 그 여성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춰야 했다. 
  → After six hours of driving in traffic, the woman had 

to stop to rest. 
 ④ 적절한 복장을 입는다면, 댄스홀에 입장이 허가될 

것입니다. 
  → If dressed in appropriate attire, you will be admitted 

to the dance hall. 

 

3.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3 ①  Prices have gone up across the board in the food 

industry. 
 ②  This grocery’s vegetables are fresher than that of its 

competitor. 
 ③  The award ceremony will begin exactly at three. 
 ④ The Pope will be visiting London during August. 

 

4.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4 ①  Jerry told his wife that he wanted to buy a new car. 
 ②  The healthier you are, the longer you will live. 
 ③  It seems what the garage door needs to be fixed. 
 ④ Who set fire to the house hasn’t been determined.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5 The Great Pyramid of Giza is the largest and oldest 

pyramid in Egypt. ① Situated in the Giza Necropolis, it 

can be found surrounded by several smaller pyramids. 

The great Pyramid ② is believed to have taken more 

than twenty years to assemble by ③ tens of thousands 

of workers. Not until nearly four thousand years after 

its completion ④ it was surpassed as the world’s tallest 

structure. 

 

 

6.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6 ①  What do you think they are planning? 
 ②  Deforestation is the reason which some animal species 

have become extinct. 
 ③  The darker the sky gets, the colder seems it to feel. 
 ④ However tall is he, he doesn’t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7 ①  Anna은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떠난 것이 틀림없다. 
  → Anna must have left before I even woke up. 
 ②  우리는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어야 했다. 
  → We should have called to make a reservation. 
 ③  너는 다리미에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다. 
  → You mustn’t have taken your eyes off the iron. 
 ④ 네가 통화하는 동안 지배인이 전화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 The manager may have tried to call while you were 

on the phone. 

 

 

8.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8 ①  내 여자친구는 주말이면 종종 외식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반대한다. 
  → My girlfriend usually wants to go out for lunch on 

the weekend, but I object to it. 
 ②  원숭이는 거의 인간만큼 똑똑하지 않다. 
  → Apes are hardly as intelligent as humans. 
 ③  그는 나에게 학교를 그만둘 거라고 말했다. 
  → He said to me that he would quit school. 
 ④ 지금 속도대로라면 다음 금요일까지 당신은 책을 전부 

읽게 될 것이다. 
  → You will read the entire book by next Friday if you 

keep going at this rate. 

 

 

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9 Technology enthusiasts ① need to accept the fact ② 

which flying cars ③ will not become the standard of 

transportation ④ in this generation. 

 

1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0 Before 1961, it was unusual for men and women ① to 

dance without touching one another. The release of the 

Chubby Checker’s “The Twist” ② changed the way 

people danced worldwide. It was one of the first dances to 

popularize dance moves ③ independent of a partner. 

Today, most dancing does not require a partner and can 

be performed ④ of oneself. 

 

 



 

11.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1 ①  She felt that she was as goo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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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ived at work late. 
 ④ Even before Mr. Kay announced his movement to 

another company, the manager insisted that we began 

advertising for a new accountant. 

 

12.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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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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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3 ①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의 이름을 기억하다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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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member in our firm. 
 ②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말한다. 
  → He speaks English fluently as if he is an American. 
 ③  문학 이외에도,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 Besides literature, we have to study history and 

philosophy. 
 ④ 뉴턴이 없었다면 중력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 If it had not been for Newton, the law of 

gravitation would not have been discovered. 

 

1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4 Professor Taylor, ① who wrote "What are Children for?," 

② believe that the status of fatherhood has been affected 

by modern life. "Fathers have ③ moved farther away 

from their children ④ than ever before," he says. 

 

1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5 Today's consumers ① are faced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than ever before. To buy economically,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② following these basic 

principles. ③ Before making any purchase, do your 

research. Select products ④ made from renewable 

resources, such as wood and wool. Buy reusable products. 

 

 

 

[Part II] 
 

16.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6 ①  The police want to know how the serial killer murdered 

the innocent people. 
 ②  If a scholar is enough motivated and intelligent, he can 

teach himself with no further assistance. 
 ③  This computer is so cutting-edge a device that it is 

compatible with almost all of the devices. 
 ④ The owner had the bouncers throw the drunken men 

out of the club. 

 

1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7 ①  난 여기 현재 상황을 그녀에게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아. 
  → I don’t think I can get her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②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 Not until the wind began to let up did people come 

out of the building. 
 ③  파티가 끝났을 때 참석자 중 절반은 이미 파티장을 

떠나 버렸었다. 
  → When the party came to an end, half of the guests 

had already left. 
 ④ 나의 직속 상관은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는다. 
  → My immediate supervisor has hardly never talked 

to me. 

 

18.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8 ①  지도 교사들은 학부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 
  → Counselors help undergraduate students choosing 

their majors. 
 ②  Dana는 그녀의 새 남자 친구에게 그녀의 친구들 중 몇 

몇을 소개하고 싶어했다. 
  → Dana wanted to introduce some friends of hers to 

her new boyfriend. 
 ③  답장을 하지 않은 걸 보니, Justin은 아직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 Justin must not have checked his email yet, since he 

hasn’t responded. 
 ④ Angela가 초대했던 그 여자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한다. 
  → The woman whom Angela invited works for a 

software company. 

 

1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9 The Cabo Restaurant at the Villa Vez Resort ① offers 

casual poolside dining. You can enjoy a gourmet meal ② 

while relaxing by the pool and taking in the view. We also 

offer an array of in-room dining options for ③ those 

who wish to dine privately. Just call down to room service 

to have a delicious meal ④ deliver to your room. 

 



 

2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 The sinking of the Titanic ① is considered one of the 

worst maritime disasters in history. On the night of April 

14, 1912, the ship ② collided with an iceberg, rupturing 

the vessel’s front compartments. Water immediately filled 

the ship’s bow and ③ brought it further below the 

waterline.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a nearby ship ④ 

could help the stricken vessel had its operator received the 

distress signals. 

 

21.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21 ①  The Earth’s atmosphere protecting us from the harmful 

effects of the ultraviolet rays and the X-rays. 
 ②  Physical activity is important a way to use food energy. 
 ③  Fame makes it impossible for celebrities to enjoy their 

lives in complete privacy. 
 ④ Crucially elements such as minerals make the body 

healthy and strong. 

 

22.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2 ①  화재는 공장 전체를 파괴했지만 사장은 공장을 다시 

짓겠다고 결심했다. 
  → Fire destroyed the entire factory, but the owner 

vowed to rebuild. 
 ②  핵 분열은 원자의 핵을 분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Nuclear fission is created by separation the nuclei 

of atoms. 
 ③  적십자는 많은 분야로 진출하여 구호단원들의 활동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 The Red Cross moved into many fields, allowing 

relief workers to expand their activities. 
 ④ 나무들이 빽빽한 숲 속에 야생 동물들이 많았다. 
  → There was an abundance of wild animals in the 

dense forests. 

 

23.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3 ①  폼페이의 발굴은 그 휴양지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사치스러웠음을 보여주었다. 
  → The excavation of Pompeii revealed that the 

lifestyl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resort was lavish. 
 ②  지금은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속기가 덜 자주 이용되고 있다. 
  → Because computers are now used, shorthand is 

employed less often in offices. 
 ③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업에서의 성공에 있어 단연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 Hard work remains by far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business success. 
 ④ 고엽제는 식물의 잎이 떨어지도록 하는 화학 합성 

물질이다. 
  → A defoliant is a chemical compound that cause the 

leaves of a plant to fall off. 

 

 

 

 

2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4 People often link hemlock with poison, as the philosopher 

Socrates ① was said to have died from drinking a potion 

of hemlock. In fact, true hemlock is not in any way ② 

poisonous. The substance that killed Socrates was actually 

poison hemlock, an herb ③ belongs to the parsley family 

and not to the same family as hemlock trees. Instead, 

hemlock trees ④ resemble pines and have branches that 

arch downward from the trunk. 

 

 

2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5 Go is a board game ① that has simple rules, yet requires 

great strategy and patience. It ② is played by two 

opponents, who alternate placing black and white stones, 

③ calling go-ishi, on the intersections of a Go board, or 

goban. Stones stay on the board ④ unless players succeed 

in capturing them by surrounding them with their own 

pieces. 

 

26.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6 ①  The company’s stock dropped by fifteen percent. 
 ②  The construction laborers were used to work in 

extremely humid weather. 
 ③  Jessie found the entire building remodeled. 
 ④ He being a VIP, we should treat him very well. 

 

 

2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7 ①  나는 경제에 관한 그 뉴스를 볼 수가 없었다. 
  → I cannot but watch the news about the economy. 
 ②  이 연수회의 목적은 직원들이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The gold of this workshop is for the staff to 

improve teamwork. 
 ③  그들은 볼륨을 줄여 달라고 요청 받았다. 
  → They were asked to turn down the volume. 
 ④ 나는 네가 내일 언제 일본에 도착할지 알고 싶다. 
  → I want to know when you will arrive in Japan 

tomorrow. 

 

 

28.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적절하게 옮긴 것은? 

28 ①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 지가 중요하다. 
  → If I pass this interview is crucial. 
 ②  우리의 전축이 아직 작동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 The fact which our record player still works is 

amazing. 
 ③  네가 잊을 경우에 대비해서 펜을 두 개 가져왔다. 
  → I brought two pens in case of you forgot. 
 ④ 트럭 운전사는 좌회전할 수 있었던 순간을 놓쳤다. 
  → The truck driver missed the moment at which he 

could have made a left turn. 

 



 

2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9 Visitors to the Westwood Mountain camp grounds ① 

have recently reported sightings of a wild black bear. 

Yesterday, one of our wildlife rangers confirmed ② those 

reports after she witnessed the bear ③ herself. Although 

the camp grounds will remain open, we ask that all 

visitors ④ travels the grounds with caution. 

 

 

3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30 The job of air traffic controllers ① requires 

organizational skills, an exceptional memory, and the 

ability to work well under pressure. ② Operating from 

the control tower and from the ground, they coordinate 

the takeoff and landing schedules of aircraft. Controllers 

manage runway traffic and help navigate each plane to 

the ③ intended point of takeoff. ④ Coordinating the 

landing with the pilots, planes are able to land on the 

correct runway at the appointed time. 

 

 

 

 

 

 

 

 

 

 

 

 

 

 

 

 

 

 

 

 

 

 

 

 

 

 

 

 

 

 

 

 

 

 

 

 

 

 

 

 

 

 

 

 

 

 

 

 

 

 

 

 

 

 

 

 

 

 

 

 

 

 

 

 

 

 

 

 

 

 

 

 

 

 

 

 

 

 

 

 

 

 

 

 

 

 

 

 

 



                                           

[설날_무료특강] 문법 모의고사 [해설] 

 

정답 확인 

1 (4) 2 (1) 3 (2) 4 (3) 5 (4) 

6 (1) 7 (3) 8 (4) 9 (2) 10 (4) 

11 (4) 12 (2) 13 (2) 14 (2) 15 (2) 

16 (2) 17 (4) 18 (1) 19 (4) 20 (4) 

21 (3) 22 (2) 23 (4) 24 (3) 25 (3) 

26 (2) 27 (1) 28 (4) 29 (4) 30 (4) 

1  

1  
기타 가정법(it is time구문) ★★★★☆ 

④ he will switch ⇨ he switched (or he should switch) 

[해설] ① contact은 ‘~에게 연락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인다. 따라서 바로 뒤에 목적

어인 ‘you’가 온 것이 적절하다. 

② cause는 뒤에 [목적어 + 목적보어(능동)]의 구조로 올 때 목적보어 자리에 

‘to +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한다. 이럴 때 해석은 ‘목적어가 to부정사 하도록 

야기하다’로 된다. 

③ could have p.p.는 조동사에 have p.p.를 붙여 써 진짜 과거의 의미로 조

동사를 만들어준다. 의미는 ‘~할 뻔 하다/ ~할 수도 있었다’이다. 

④ [It is (high/about) time + S + V]의 구문은 ‘~할 시간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속에는 현재 그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법과거의 의미를 지니며 S + V의 자리에 V는 과거동사가 들어가거나 

should + 동사원형의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어휘] contact ~에게 연락하다 wrinkle 주름 switch 바꾸다 

 

2  

2  
5형식 목적보어(수동관계) ★★★☆☆ 

① wisdom teeth remove ⇨ wisdom teeth removed 

[해설] ① had는 사역동사이지만 뒤에 목적어(her wisdom teeth)와 목적보어

(remove)이 동작 관계가 능동이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수동이면 과

거분사(p.p.)를 넣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 ‘사랑니’는 remove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removed’가 적절하다. 

② reach라는 동사는 ‘~에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타동사로 쓰인다. 따라서 

‘reach an agreement’라는 표현은 어법상 적절한 표현이다. 

③ stop은 뒤에 –ing와 to부정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동사이다. 하지만 그 

둘의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stop + -ing]는 ‘~하던 

것을 그만두다,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하지만 [stop + to부정사]는 ‘~하기 위

해 (가던 길을) 멈추다]의 의미이다. 해석에 유의해보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춰야 했다’로 나와있으므로 ‘stop to rest’는 적절한 표현이다. 

④ ‘If dressed’라는 분사를 써서 분사구문을 나타냈다. 주절의 주어인 ‘you’의 

입장에서 본다면 ‘dress’라는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사구문의 시작이 dressed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접속사의 

의미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if’를 첨가해 준 것 역시 어색하지 않다. 

[어휘] wisdom teeth 사랑니 appropriate 적절한 

 

3  

3  
대명사 일치 ★★★☆☆ 

② that of its competitor ⇨ those of its competitor 

[번역] ① 식품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다. 

② 이 식료품점의 야채들은 다른 경쟁점들의 그것보다 더 신선하다. 

③ 시상식은 정확히 3시에 시작할 것이다. 

④ 교황은 8월 동안에 런던을 방문할 것이다. 

[해설] ① price는 가산명사이므로 ‘prices’로 복수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동

사가 ‘have gone up(현재완료)’으로 쓰여 ‘(가격이) 올랐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 

② 이 문장에서 that은 앞에 나온 ‘vegetables’를 받아주는 대명사이다. 하지

만 vegetables는 복수명사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명사를 써야 한다. 따라서 

that을 those로 바꿔야 한다. 

③ 전치사구인 ‘at three’를 exactly가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 부사는 수식하는 

표현 앞에 보통 쓰이므로 적절하다. 

④ 미래 시점이 언급되어 ‘will be –ing’의 미래 진행시제를 쓴 것은 어색할 것

이 없다. 또한 ‘~동안에’라는 의미로 전치사 during을 써서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도 적절하다. 

                                                                              
[어휘] across the board 전반적으로 competitor 경쟁자  

 

4  

4  
명사절 접속사 ★★★☆☆ 

③ It seems what ⇨ It seems that 

[번역] ① Jerry는 아내에게 새 차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② 네가 더 건강할수록, 더 오래 살 것이다. 

③ 차고 문은 수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④ 누가 그 집에 불을 질렀는지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해설] ① tell은 4형식 동사로 ‘~에게 ~을 말하다’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

가 ‘his wife’와 ‘that he wanted to buy a new car’로 연속해서 온 것은 어색

하지 않다. 

② The 비교급 S + V, the 비교급 S + V는 ‘~할수록 더욱 ~하다’라는 의미이

다. 이런 구문을 알고 있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다. 

③ what은 명사절을 이끌지만 what 자체가 이미 명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문대명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뒤에 연결된 S + V의 절의 

형태에서는 반드시 명사 하나가 부족한 모습을 띄게 된다. 하지만 주어진 문

장에서는 ‘the garage door needs to be fixed’라는 완전한 문장구조가 이어진

다.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과 함께 쓰는 what 대신에 that을 써서 문장을 적

절하게 바꾸도록 한다. 

④ who가 명사절을 이끌어 ‘누가 ~하는지’의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어로 보아 ‘who set fire to the house’로 썼다. 이런 의문사로 만들어진 주

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뒤에 동사는 ‘hasn’t’로 이어진다.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다. 

[어휘] garage 차고 set fire 불을 지르다 

 

5  

5  
부정어구 도치 ★★★★☆ 

④ it was surpassed ⇨ was it surpassed 

[번역] 기자의 대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피라미드이다. 기자 

공동 묘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것은 몇몇의 더 작은 피라미드로 둘러

싸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대 피라미드는 수만 명의 일군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데 20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의 완성 이후 거

의 4천 년이 지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서 무엇도 그것

을 능가하지 못했다. 

[해설] Not until~ 구문은 ‘~하기 전까지 ~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이 때, not until

이 강조되어 문장의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의 부사어구로 보아 뒤

에 주절의 형태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it was 

surpassed를 was it surpassed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다. 

[어휘] situate 위치시키다 assemble 모이다, 집합시키다 completion 완성 surpass 

능가하다, 뛰어넘다 

 

6  

6  
문법 종합 ★★★★☆ 

① 

[번역] ① 너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② 산림 벌채는 몇몇 동물의 종이 멸종된 이유이다. 

③ 하늘이 더 어두워 질수록,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진다. 

④ 그가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그는 농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다. 



                                                                              
[해설] ① 동사 think, believe, guess 등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

어있는 동사에 대한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What(의문사) do you think + they are planning(주어 + 동사)?’의 어

순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Do you think what they are planning?’이라고 

의문문을 만들면 어색해지는 것이다. 

② 선행사 ‘the reason’에는 보통 관계부사 ‘why’가 이어진다. 하지만 which

가 올 경우 관계대명사이므로 뒤 문장의 구조는 ‘불완전’해야 한다. 하지만 

‘some animal species(주어) have become(동사) extinct(보어)’는 2형식의 완

전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which를 why로 바꾸거나 for which(전치사 

+ 관계대명사), 혹은 아예 생략해야 한다. 

③ 비교급에 ‘the’를 붙이는 구문 중 하나가 ‘the 비교급 + S + V, the 비교급 

+ S + V’이다. 해석은 ‘~할수록, ~하다’로 되는데 이 때, 핵심은 the 뒤에는 둘 

다 ‘비교급’이 온다는 것과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거나 하지 않고 올바른 순서

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뒷 부분을 ‘the colder it seems to feel’이라

고 고쳐야 한다. 

④ ‘however (형용사/부사) + S + V’는 ‘아무리 (형용사/부사)하게 S가 V한다고 

할지라도’라는 양보적인 의미를 지닌다. 역시 주어와 동사는 도치되지 않고 올

바른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However tall he is’의 어순으로 고치도

록 하자. 

[어휘] deforestation 벌채 

 

7  

7  
조동사 have + p.p.의 의미 ★★★☆☆ 

③ mustn’t ⇨ shouldn’t 

[해설] ‘조동사 have p.p.’는 영작문에게서 자주 물어보는 Point이다. 다른 ‘조동사+ 

have + p.p.’는 모두 우리말 의미에 맞지만 ③번의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should not have p.p.’로 만들어야 한다. ‘must not have p.p.’는 ‘~했을 리

가 없다’의 의미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굳게 믿는 표

현이다. 같은 의미로는 ‘cannot have p.p.’, ‘could not have p.p.’가 있다.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iron 다리미, 철 

 

8  

8  
시제(미래완료) ★★★★☆ 

④ will read ⇨ will have read 

[해설] ① object는 자동사이므로 뒤에 반대하는 대상은 전치사 ‘to’를 써서 나타낸

다. 

② hardly는 ‘거의 ~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형용사와 부사로 쓰이는 ‘hard’와 

구분해야 한다. 

③ say는 4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이므로 ‘~에게’라는 대상을 언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치사 ‘to’를 써야 한다. 

④ ‘by next Friday’라는 미래의 시점이 언급되었다. 그 때까지 벌어질 일을 말

할 때는 ‘미래완료’의 시제가 적절하다. 따라서 단순미래 시제인 ‘will read’를 

‘will have read’로 고쳐야 한다. 

 

9  

9  
동격절 that(관계대명사와의 구분) ★★★☆☆ 

② which ⇨ that 

[번역] 과학 기술 신봉자들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 세대에 표준적인 교통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설] 선행사 ‘the fact’이후에 동격절은 나타내는 that을 쓸 지, 관계대명사 which

를 쓸지는 뒤 문장의 구조가 결정한다. 동격절의 경우 선행사의 내용을 그대

로 풀어주는 것이므로 ‘완전한’ 문장 구조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동일한 명

사로 만든 것이므로 그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게 되어있

다. ‘flying cars(주어) will not become(동사) the standard of 

transportation(보어) in this generation(수식어)’의 구조를 보면 S + V + C 

(+M)의 2형식 구조이므로 빠진 명사는 없다. 따라서 완전한 문장으로 파악하

여 동격절 ‘that’을 which 대신에 넣어야 하는 문제이다. 

[어휘] enthusiast 신봉자 transportation 대중 교통 

 

10  

10  
재귀대명사의 관용표현 ★★★☆☆ 

④ of oneself ⇨ by oneself 

                                                                              
[번역] 1961년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접촉하지 않고 춤추는 것은 

흔치 않았다. Chubby Checker의 ‘트위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춤추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것은 파트너로부터 독립적인 춤 동작을 대중

화시킨 최초의 춤들 중 하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춤은 상대방을 필요

로 하지 않고 혼자서 출 수 있다. 

[해설] 재귀대명사는 특정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관용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중 of는 itself와 함께 쓰여 ‘of itself’로 ‘저절로’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itself

를 쓰는 이유는 ‘사물’만 이러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oneself(사람)의 의미가 

아닌 itself로 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춤의 역사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상대방

이 필요 없이 ‘혼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혼자서’라는 의미에 맞는 

재귀대명사의 관용표현을 써야 한다. 따라서 by oneself가 적절하다. 

[어휘] popularize 많은 사람에게 알리다, 대중화하다 

 

11  

11  
문법 종합[정답 point: 조동사 should] ★★★☆☆ 

④ we began ⇨ we (should) begin 

[번역] ① 그녀는, 더 낫지는 않더라도, 그녀가 그 사람만큼이나 좋은 수영선수

라고 생각했다. 

② 이 현상은 그 주제에 관해서 더 이상의 상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주 묘사되었다. 

③ 우리를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은 그가 거의 직장에 늦게 온 적이 없다

는 사실이었다. 

④ 심지어 Mr. Kay가 그의 이직을 발표하기 전에, 부장은 우리가 새 회

계원을 뽑기 위해 광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 ① ‘as 원급 as’ 구문에서 형용사의 원급을 쓰고 관사와 명사를 함께 쓴다면 

어순은 ‘as + 형용사 + a(n) + 명사 + as’의 어순이 된다. 암기하도록 하자. 

② 주어인 ‘This phenomenon’은 describe, 즉 묘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당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를 수동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has 

been described’의 형태가 적절하다. 

③ hardly라는 부정의 부사는 위치상 빈도부사의 위치와 같은 위치를 지킨다. 

따라서 조동사나 be동사 뒤, 일반동사보다 앞에 위치한다. 따라서 ‘had hardly 

arrived’라는 어순은 적절하다. 

④ insist라는 동사는 주장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that절로 

표현될 때 that절 안의 동사는 당위성의 의미를 지니므로 조동사 ‘should’를 

써야 한다. 여기서 조동사 should는 생략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

의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began이 아니라 

(should) begin의 형태가 적절하다. 

[어휘] if not better 더 낫지는 않더라도 cliché 상투적인 문구 accountant 회계원, 

회계사 

 

12  

12  
문법 종합[정답 point: 구동사의 수동태] ★★★★☆ 

② were agreed ⇨ were agreed on 

[해설] ① cause라는 일반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to부정사의 형태가 적절

하다. 

② agree는 본래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에 동의하다’라

는 의미로 agree on까지 쓴다면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 수는 있다. 따라서 be 

agreed on으로 쓰여야 적절하다. 전치사 on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③ see라는 동사가 지각동사이므로 ‘~가 ~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뒤 구조는 <see + 목적어 + 동사원형 or –ing>가 적절하다. 따라서 

closing은 문제가 없다. 

④ ‘walk out of’는 ‘~로 걸어 나오다’의 의미이다. 앞문으로 나왔다는 의미에 

문제가 없고, without은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ing)의 형태가 

와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없다. 

[어휘] arrangement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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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법 종합[정답 point: as if 가정법] ★★★★☆ 

② he is ⇨ he were 



                                                                              
[해설] 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 목적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

만 그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등장하면 ‘of + 목적

격’을 써야 한다. ‘thoughtful’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므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of는 문제가 없다. 

② as if는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인데, 현실 상황과 반대라면 가정법의 

시제를 따라야 한다. 주어진 문장에서 그가 미국인인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현실을 가정법으로 나타내서 ‘가정법 과거’의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he is’가 아니라 ‘he were’의 형태로 만들어야 적절한 문장이 된다. 

③ beside는 전치사로 ‘~ 옆에’라는 의미이고 ‘besides’가 ‘게다가’라는 뜻이다.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④ ‘if it had not been for + 명사’는 ‘명사가 없었더라면’이라는 의미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가정법이 된다. 따라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존재 했었고, 그

로 인해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 되었던 것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의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gravitation 만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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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법 종합[정답 point: 수 일치] ★★☆☆☆ 

② believe ⇨ believes 

[번역] “What are Children for?”를 쓴 Taylor 교수는 아버지의 지위가 현대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 아버지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아이

들로부터 멀어졌다고 그는 말한다. 

[해설] ①의 who는 관계대명사이고 뒤에 동사만 쓰인 것은 문제 없다. 

② 동사 believe는 수 일치를 할 때 주어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어가 

‘Professor Taylor’이기 때문에 단수로 일치한다. 사이에 수식어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어를 잊지 않도록 한다. 

③ farther은 ‘far’의 비교급이다. further 역시 far의 비교급인데 farther은 거

리상 ‘더 먼’, further은 ‘추가적인, 더 나아가’의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거리

상 더 멀어졌다는 의미이므로 문제가 없다. 

④ 비교급이 등장했으므로 than으로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어휘] status 지위 fatherhood 아버지임 affect 영향을 주다 farther 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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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법 종합[정답 point: 명령문의 구조] ★★★☆☆ 

② following ⇨ follow 

[번역] 오늘날의 고객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폭넓은 선택에 직면한다. 경제

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또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따라보자. 어떤 구매를 하든지 그에 앞서서 조사를 해보아라. 

나무나 양모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선택하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을 구입하라. 

[해설] ① ‘be faced with ~’은 ‘~에 직면하다’라는 수동태 표현이므로 이상이 없다. 

② 주어진 문장은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이 부분은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절이 시작해야 하는데 주절의 주

어가 보이지 않는다. following은 동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

어가 보이지 않는 ‘명령문’으로 봐야 한다.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의 원형 형

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라라’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본다면 

동사의 원형, 즉 follow가 와야 한다. 

③ before 뒤에 동명사 -ing의 형태가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④ 앞에 ‘products’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 분사가 이어진다. ‘제품들’ 입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만들어진’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과거분사가 온 것이 

적절하다. 

[어휘] be faced with ~에 직면하다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renewable 재생 가능

한 reusable 재활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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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enough의 어순] ★★☆☆☆ 

② enough motivated and intelligent ⇨ motivated and 

intelligent enough 

[번역] ① 경찰은 연쇄 살인범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는지 알아내려 

한다. 

② 학자가 충분히 동기 부여가 되어 있고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다. 

③ 이 컴퓨터는 너무나도 최첨단 기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계와 호

환이 가능하다. 

④ 클럽 주인은 경비원들을 시켜 술 취한 남자들을 클럽에서 쫓아내도

록 했다. 

                                                                              
[해설] ① 의문사 ‘how’이후에 어순이 ‘주어+동사’인지, ‘동사+주어’인지 확인해야 한

다.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라면 ‘명사절’이 와야 하기 때문에 ‘how + 주

어 + 동사’가 와야 한다. 

② enough는 형용사로 쓰였다면 명사 앞에서 쓰이고, 부사로 쓰였다면 형용

사나 부사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를 취한다. ‘motivated and intellige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뒤로 가는 것이 옳다. 

③ so ~ that 구조를 중심으로 ‘so + 형용사 + a(n) + 명사’의 구조가 적절하

다. 따라서 ‘so cutting-edge a device’는 올바른 어순이다. 

④ have는 사역동사로 ‘~에게 ~하도록 시키다’는 뜻이 있다. 이때, ‘have + 목

적어 + 동사원형’의 순서로 쓰이고 특히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had the bouncers throw’에서 throw가 동사원형인 것은 어색

하지 않은 표현이다. 

[어휘] serial killer 연쇄 살인범 cutting-edge 최신의 compatible 호환이 가능한 

bouncer 경비원, 기도(술집에서 술 취한 손님의 행패를 막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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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부정의 부사] ★★☆☆☆ 

④ hardly never ⇨ hardly (혹은 never만) 

[해설] ① get은 ‘시키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역동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get 

+ 목적어 + to부정사’의 형태를 취한다. 

② ‘not until’구문은 주절에서 도치가 벌어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did people come out’의 어순은 어색하지 않다. 

③ ‘파티가 끝났을 때’가 과거시제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과거완

료’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므로 ‘had already left’는 적절한 시제이다. 

④ hardly라는 준부정어와 never라는 부정어는 동시에 쓰일 수 없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써야 올바른 어법이 된다. 

[어휘] let up 멈추다, 잦아들다 supervisor 상관,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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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help의 쓰임] ★★★☆☆ 

① choosing ⇨ (to) choose 

[해설] ① help라는 동사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help + 목적

어 + (to) 동사원형’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choosing이 아니라 (to) 

choose의 형태가 올바르다. 

② ‘그녀의 친구들 중 몇몇’이라는 표현은 ‘some friends of hers’로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특히 ‘of’ 뒤에 ‘소유대명사’의 형태를 만

들어주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자. 

③ 조동사는 ‘영작’에서 우리말의 의미와 1대1 대응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않았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면 바로 ‘must not have p.p. / cannot have p.p. 

/ could not have p.p.’가 떠올라야 한다. 

④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어울리며 동시에 뒤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

가 되어야 한다. 선행사 ‘the woman’에 호응하고 ‘invited’의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은 적절하게 쓰였다고 봐야 한다. 

[어휘] counselor 지도 교사, 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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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 ★★★☆☆ 

④ deliver ⇨ delivered 

[번역] Villa Vez 리조트에 있는 Cabo 식당은 풀장 가장자리에서 편하게 식사

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풀장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치를 감

상하면서 고급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시길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객실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서비

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객실까지 맛있는 식사가 배달되길 원

하면 룸 서비스로 전화주세요. 

[해설] ① 동사는 수 일치를 기본으로 확인한다. 주어가 ‘The Cabo Restaurant’이므

로 offers라는 ‘-s’를 붙인 단수형태의 수 일치는 적절하다. 

② ‘접속사 + 분사’의 구조는 익숙해져야 하는 구조이다. relax에 대한 분사의 

의미도 ‘능동’의 관계가 적절하기 때문에 ‘-ing’의 현재분사가 이상 없다. 

③ ‘those who’는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쓰인 위치나 뒤의 

구조상 이상이 없다. 

④ have가 사역동사이지만 목적어인 ‘a delicious meal’이 ‘deliver’의 동작을 

‘하는’것이 아니라면 과거분사인 ‘delivered’가 와야 적절하다. 

[어휘] poolside 풀장 가장자리 dining 식사 gourmet meal 고급 요리 an array of 

다양한, 죽 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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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법 종합[정답 point: ] ★★★★☆ 

④ could help ⇨ could have helped 

[번역] 타이타닉 호의 침몰은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 

1912년 4월 14일 밤, 배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선체의 객실 앞부분을 

파괴했다. 뱃머리는 즉시 물로 가득 채워졌고, 이것이 뱃머리를 수면 훨

씬 아래로 가라앉게 했다. 만약에 근처에 있던 배의 항해사가 조난 신호

를 받았었다면, 근처에 있던 배가 조난당한 타이타닉 호를 도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조사 결과는 밝혀졌다. 

[해설] ① ‘is considered’라는 수동의 동사형태는 주어와의 해석과 목적어의 유, 무로 

판별할 수 있다. ‘타이타닉 호의 침몰’이라는 주어는 ‘여기는’것이 아니라 ‘여겨

지는’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② collide라는 동사는 전치사 ‘with’과 함께 어울려 쓰인다. 

③ ‘and’라는 등위 접속사 앞과 뒤로 ‘filled’라는 과거동사와 ‘brought’라는 과

거동사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색하지 않다. 

④ ‘had its operator received~’의 구조는 원래 ‘if its operator had 

received~’라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조건절 형태이다. 하지만 ‘if’가 사라지면서 

도치가 된 문장이라 알아보기 힘들 뿐이다. 결국 가정법 과거완료에 호응하도

록 ‘could help’를 ‘could have helped’로 바꿔야 적절하다. 

[어휘] sinking 침몰 maritime 해양의 collide 충돌하다 rupture 파괴하다, 파멸시키

다 compartment (칸막이한) 객실 bow 뱃머리 reveal 밝히다 stricken (피해 

등을) 당한 operator 항해사 distress signal 조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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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법 종합[정답 point: 가목적어 it의 사용] ★★★★☆ 

③ 

[번역] ① 지구의 대기는 자외선과 엑스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한다. 

② 육체적인 활동은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③ 인기는 유명인이 완전한 사적 자유 속에서 삶을 즐기는 것을 불가능

하게 만든다. 

④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들은 몸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든다. 

[해설] ① 문장의 주어는 있지만 동사가 보이지 않는 잘못된 문장이다. 따라서 

protecting을 protects로 고쳐야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is라는 be동사 뒤에 보어가 올 자리인데 a way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수식

하는 형용사 ‘important’는 관사와 명사, 즉 ‘a’와 ‘way’사이에 들어가야 하므

로 어순이 ‘an important way’가 적절하다. 

③ 이 문장에서 ‘it’은 가목적어로 쓰였고 진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인 ‘for 

celebrities’를 포함하고 있는 ‘to enjoy their lives in complete privacy’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목적어 ‘it’이 없으면 그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다. 

④ ‘crucially’는 부사이므로 뒤에 있는 명사 ‘elements’를 수식할 수 없다. 따

라서 형용사인 ‘crucial’로 고쳐야 한다. 

[어휘] atmosphere 대기, 분위기 ultraviolet ray 자외선 fame 명성 crucial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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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동명사와 명사의 구분] ★★★★☆ 

② separation ⇨ separating 

[해설]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는 명사에는 앞에 관사가 붙을 수 있지만 동명사에는 관

사가 없다는 점, 명사에는 목적어가 붙을 수 없지만 동명사에는 목적어가 붙

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by 이후에 문장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the 

nuclei of atoms’는 separation이라는 명사 뒤에 바로 연속해서 나올 수 없는 

명사의 형태이다. 따라서 separation을 동명사인 separating으로 고치면 목적

어를 받으면서 by -ing라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해석까

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어휘] vow 맹세하다 fission (핵)분열 nuclei 핵 abundance 풍부함 dense 빽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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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관계절의 수 일치] ★★★☆☆ 

④ that cause ⇨ that causes 

[해설] 선행사인 ‘a chemical compound’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이 등장한 이후, 바

로 동사인 cause가 나오고 있다. 이때 주격관계대명사 that 뒤에 바로 나오는 

동사는 어디에 수 일치 해야 하는가? 관계대명사는 사실 사라진 주어이고, 그 

사라진 주어는 ‘선행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바뀐 것이므로 간단

히 정리하면 ‘선행사’에 수 일치하면 된다. 따라서 단수 주어와 어울리는 형태

인 ‘causes’가 적절하다. 

[어휘] excavation 발굴 reveal 나타내다, 보여주다 shorthand 속기 employ 사용하

다 defoliant 고엽제 compound 합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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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종합[정답 point: 분사의 역할] ★★★☆☆ 

③ belongs to ⇨ belonging to 

[번역]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헴록의 물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헴록을 독과 연관짓는다. 실제로, 진짜 헴록은 전혀 유독

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물질은 사실 독미나리로 파슬리 과에 속

하는 풀이며, 헴록 나무와는 다른 과에 속한다. 그 대신에, 헴록 나무는 

소나무와 닮았고, 줄기로부터 아래쪽으로 둥그렇게 구부러진 가지를 가

지고 있다. 

[해설]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두 개 이상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③번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면, ‘The substance that killed Socrates was actually 

poison hemlock’이라는 문장과 ‘an herb belongs to the parsley family ~’의 

두 문장이 콤마(,)로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접속사를 넣어주거나 belongs를 

분사인 belonging의 형태로 고쳐서 연결을 해줘야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문장이 만들어진다. 

[어휘] link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hemlock 헴록<미나릿과의 독초> posion 독 

philosopher 철학자 potion (한 번 마실 만큼의) 독약, 물약 substance 물질 

poison hemlock 독미나리 herb 풀 belong to ~에 속하다 family (동물•식

물) 과 resemble ~과 닮다 pine 소나무 branch 가지 arch 둥그렇게 구부러

지다 downward 아래쪽으로 trunk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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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법 종합[정답 point: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 

③ calling ⇨ called 

[번역] Go는 간단한 규칙을 가졌지만, 엄청난 전략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보드 

게임이다. 이 게임은 두 명의 상대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 둘은 go-ishi

라고 불리는 검은색과 하얀색 돌을 Go 보드, 즉 goban의 교차점에 번

갈아 가면서 놓는다. 게임 참여자가 자신의 돌로 상대방의 돌을 둘러 싸

서 붙잡는 데 성공하지 않는 한, 돌은 계속 보드에 남아 있는다. 

[해설] 앞에 수식을 받는 ‘black and white stones’와의 관계를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

인해야 하는 전형적인 분사 문제이다. ‘흰, 검은 돌들’은 ‘call’이라는 동작을 할 

수 없으므로 ‘수동’의 관계라고 파악해야 한다. 즉, ‘불리는’이라는 해석이 적절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alling을 called로 고쳐야 한다. 

[어휘] board game 보드 게임 require 필요로 하다 strategy 전략 patience 인내 

opponent 상대 alternate 번갈아 하다 intersection 교차점 stay on 남아있

다, 계속 머무르다 capture 붙잡다 surround 둘러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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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법 종합[정답 point: 전치사 to와 부정사 to] ★★★★☆ 

② to work ⇨ to working 

[번역] ① 그 회사의 주식은 15퍼센트만큼 떨어졌다. 

② 공사현장 인부들은 극도로 습한 날씨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했다. 

③ Jessie는 건물 전체가 개조된 것을 발견했다. 

④ VIP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대접해야 한다. 

[해설] ① by는 ‘격차’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전치사이므로 어색한 부분이 없다. 

② ‘be used to동사원형’은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be used to + -ing’와 구분해야 한다. 이는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o work를 to working으로 고쳐야 적절하

다. 

③ ‘found + 목적어 + 과거분사’ 구조인데, ‘the entire building’의 입장에서는 

remodel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인 ‘remodeled’를 쓰는 것

이 문제가 없다. 

④ 분사구문의 주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는 앞에 따로 분사구문의 주어

를 밝혀준다. 이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being a VIP의 동작 주체는 ‘we’

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VIP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He를 앞에 써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색함이 없는 문장이다. 

[어휘] humid 습한 treat 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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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문법 종합[정답 point: 조동사의 관용표현] ★★★☆☆ 

① could not but watch ⇨ could not watch 



                                                                              
[해설] ① 우리는 ‘could not but + 동사원형’의 구조를 열심히 외웠다. 하지만 영작

문제는 우리말을 잘 읽어야 한다. 문제는 ‘나는 경제에 관한 그 뉴스를 볼 수

가 없었다’이다. ‘could not but + 동사원형’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다. 즉,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이므로 주어진 우리말과 반대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②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the staff’로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③ ‘be asked to부정사’로 자주 사용되는 ‘ask + 목적어 + to부정사’의 구조를 

활용했다. 이상 없는 문장이다. 

④ when절이라고 무조건 will이라는 미래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when이 ‘명사절’을 이끌 경우는 가능하고 지금 ④번의 문장이 바로 명사절 문

장이다. 따라서 이상이 없다. 

[어휘] turn down (볼륨을)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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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문법 종합[정답 point: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 

④ 

① If ⇨ Whether 

② which ⇨ that 

③ in case of ⇨ in case 

[해설] ① if절은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질 때, 주어자리와 전치사 뒤의 

자리에 놓일 수 없다. 따라서 주어자리에서는 whether이 적절하다. 

②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행사 이후에 동격절 that이 등장하면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와야 한다. 이는 관계대명사 which나 who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둔다. 뒤 문장이 완전한 것을 보고 which를 that으로 고

쳐야 한다. 

③ in case of는 ‘전치사’ 표현으로 뒤에 ‘명사’가 온다. 따라서 뒤에 ‘you 

forgot’이라는 주어 + 동사의 구조를 취할 수 있게 하려면 접속사인 ‘in case’

를 써야 한다. 

④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the 

moment를 선행사로 보고 at which를 그냥 둘 수도, 아니면 관계부사 when

으로 고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가 완전해야 한

다는 것이다. ‘he could have made a left turn’이라는 문장에서 빠진 명사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제대로 된 문장이다. 

[어휘] crucial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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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법 종합[정답 point: 조동사 should] ★★★★☆ 

④ travels ⇨ (should) travel 

[번역] 웨스트우드 산 캠프장 야영지 방문객들은 최근 야생 흑곰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제 우리 야생 생물 경비대 중 한 사람이 직접 곰을 목

격한 후, 그 보고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캠프장 야영지는 계속 개방

될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조심해서 이동할 것을 요청합니

다. 

[해설] ‘we ask ~’에서 ask라는 동사가 ‘주장/요구/명령/제안’의 동사임에 주목한다. ‘~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느낌이 들어갈 경우는 that절 안에서의 동사는 

should가 쓰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때 should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뒤의 동사의 형태는 언제나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유지한다. 따라

서 정답은 travel의 형태가 적절하다. 

[어휘] camp ground 야영지 ranger 경비대, 감시원 confirm 확인하다, 확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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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법 종합[정답 point: 분사구문] ★★★★★ 

④ Coordinating ⇨ As controllers coordinate 

[번역] 항공 교통 관제사의 직무는 조직화 기술, 비범한 기억력과 중압감 속에

서도 일을 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제탑과 지상에서 직무 수행을 

하면서, 그들은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 스케줄을 조정한다. 관제사들은 

활주로 교통을 관리하고 각각의 비행기가 의도된 이륙 지점으로 향하도

록 돕는다. 관제사들이 조종사들과 착륙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약속된 시간에 올바른 활주로로 착륙할 수 있다. 

[해설] 분사구문의 동작 주체는 주절의 주어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따로 

동작의 주체를 밝혀야 한다. ④번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 그대로라면 

‘coordinating the landing’의 동작 주체는 ‘planes’가 되는 것이다. 착륙의 조

정을 ‘비행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어색한 문장이다. 따라서 동작 주체

를 넣어서 분사구문이 아닌 ‘접속사 + 주어 + 동사’의 구조로 문장이 연결되어

야 한다. 따라서 ‘As controllers coordinate~’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면 된다. 

                                                                              
[어휘] air traffic 항공 교통 controller 관제사 organizational skill 조직화 기술 

exceptional 비범한 pressure 중압감, 압력 control tower 관제탑 takeoff 이

륙 landing 착륙 runway 활주로 coordinate 조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