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전 모의고사[체험]                      기출문제를 통한 핵심문법                      해커스 패스닷컴 김형구교수  

 

01. 실수를 잡는 확실한 방법  

 

 [2008 9급 하반기 지방직] 

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실험실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그들은 분명히 

일찍 떠났을 것이다. 

 ①  As there were no lights in the laboratory, they must be 

left early. 
 ②  Since there were no lights in the laboratory, they would 

be left early. 
 ③  Since there were no lights on in the laboratory, they 

must have left early. 
 ④ As there were no lights on in the laboratory, they 

should have left early. 

 

 

 

 [2008 9급 지방직] 

2.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낯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 On no account must strangers be let in. 
 ②  상처에 염증이 나면 즉시 나에게 전화해. 
  → Should the wound be inflamed, call me at once. 
 ③  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 I won't have my students arriving late for class. 
 ④ 두 명의 가수 모두 넓은 음역의 풍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 Either of the singers has a rich voice with great 

range. 

 

 

 

 [2008 9급 지방직] 

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John took ① carefully notes ② of all the presentations 

throughout the conference, ③ to be able to refer to ④ 

them later. 

 

 

 

 [2008 9급 국가직] 

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Columbus proved that the earth was round. 
 ②  My parents kept on encouraging me to study. 
 ③  Please remember to put out the cat before you go to 

bed. 
 ④ The hotel has been closed for many years. 

 

 

 

 

 

 
 

 [2008 9급 하반기 지방직] 

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실험실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그들은 분명히 

일찍 떠났을 것이다. 

 ①  As there were no lights in the laboratory, they must be 

left early. 
 ②  Since there were no lights in the laboratory, they would 

be left early. 
 ③  Since there were no lights on in the laboratory, they 

must have left early. 
 ④ As there were no lights on in the laboratory, they 

should have left early. 

↳ 1. 우리말 구조/의미/표현 파악  

   2. 보기상의 차이점  = 출제 Point  ⇨ 3. Bar 기준  

 

 [2008 9급 지방직] 

2.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낯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 On no account must strangers be let in. 
 ②  상처에 염증이 나면 즉시 나에게 전화해.  
  → Should the wound be inflamed, call me at once. 
 ③  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각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 I won't have my students arriving late for class. 
 ④ 두 명의 가수 모두 넓은 음역의 풍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 Either of the singers has a rich voice with great 

range. 

↳ 1. 우리말 구조/의미/표현 파악  

   2. 보기상의 차이점  ⇨ 3. 보기별 정/오 분석 ◯/X/△  

 [2008 9급 지방직] 

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John took ① carefully notes ② of all the presentations 

throughout the conference, ③ to be able to refer to ④ 

them later. 

↳ 1. 반드시 문장 [해석] (단! 밑줄 없는 문장은 의미만)  

   2. 밑줄마다 Point 정리 (다른 보기가 존재하듯 접근)  
 

 [2008 9급 국가직] 

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Columbus proved that the earth was round. X 
 ②  My parents kept on encouraging me to study. ◯ 
 ③  Please remember to put out the cat before you go to 

bed. ◯ 
 ④ The hotel has been closed for many years. △ 

↳ 1. 반드시 문장 [해석]  

   2. 가능한 모든 Point 의심  ⇨ 3. 보기별 정/오 분석  

careful at/to/from… 

being able 

it 



02. 영어 문법에 최적화 된 오답노트 만들기  

 

1. 틀린 문제 + 100% 이해하지 못한 문제 ⇨ 워드로 입력 

2. 문제에 대한 [해설] 입력 (최대한 자세히 / 모든 보기에 있어서) 

3. 오답이 축적되면 20문제 정도씩 출력하여 [해설]없이 다!시!풀!기! 

4.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다른 파일로 구별하여 모으기 

 

 

 

 [2008 9급 국가직] 

4.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Columbus proved that the earth was round. 
 ②  My parents kept on encouraging me to study. 
 ③  Please remember to put out the cat before you go to 

bed. 
 ④ The hotel has been closed for many years. 

 

 

 

[2008년 9급 국가직 1번]   

1  
동사의 시제/목적보어/부정사와 동명사 ★★★☆☆ 

① was ⇨ is 

[번역] 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했다. 

②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공부하도록 계속해서 장려하셨다. 

③ 잠들기 전에 고양이를 내놓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④ 호텔은 수 년갂 문을 닫았다. 

[해설] ① 과학적 사실이나 불면의 법칙은 시제의 일치와 무관하게 항상 현재시제를 

써야 하므로 was round가 아니라 is round가 되어야 핚다. 

② keep on + -ing 구조이며 encourage와 같은 일반동사는 목적어가 목적

보어의 동작을 핚다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to부정사가 사용되어야 핚다. 

따라서 encourage + me + to study는 적절하게 쓰인 문장이다. 

③ remember는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핛 것을 기억하다’, -ing가 오면 ‘~

했던 것을 기억하다’의 의미가 된다. ‘잠들기 전에 고양이를 내놓아야 핚다는 

것을’의 의미이므로 to부정사가 적절하게 쓰였다. 

④ for many years라는 ‘기갂’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므로 현재완료시제와 

함께 쓰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어휘] prove 입증하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03. 기출 체험하기  12문제 [12분] 

 

 [2012 9급 국가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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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국가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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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국가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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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국가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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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상반기 지방직]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A mutual aid group is a place ① where an individual 

brings a problem and asks for assistance. As the group 

members offer help to the individual with the problem, 

they are also helping ② themselves. Each group member 

can make associations to a similar ③ concern.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ways in which ④ give help in a mutual 

aid group is a form of self-help. 

 ①  where 
 ②  themselves 
 ③  concern 
 ④ give 

 

 

 

 



 

 [2012 9급 상반기 지방직] 

6.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Without plants to eat, animals must leave from their 

habitat. 
 ②  He arrived with Owen, who was weak and exhaust. 
 ③  This team usually work late on Fridays. 
 ④ Beside literature, we have to study history and 

philosophy. 

 

 

 

 [2012 9급 상반기 지방직] 

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유창하게 영어로 

말한다. 
  → He speaks English fluently as if he were an 

American. 
 ②  우리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 What if we should fail? 
 ③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겠다. 
  → If it rains tomorrow, I'll just stay at home. 
 ④ 뉴턴이 없었다면 중력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 If it was not for Newton, the law of gravitation 

would not be discovered. 

 

 

 

 [2012 9급 상반기 지방직] 

8.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①  The company's marketing strategy appeals to the 

consumers who are accustomed to pay bills by credit 

cards. 
 ②  Company's marketing strategy points toward the 

consumers who accustom to paying bills by credit 

cards. 
 ③  The company's marketing strategy appeals to the 

consumers who are accustomed to paying bills by credit 

cards. 
 ④ Company's marketing strategy point toward the 

consumers who accustom to pay bills by credit cards.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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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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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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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급 하반기 지방직] 

12.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갈씩 먹어라 
  → Take a spoonful on an empty stomach every 

morning. 
 ②  그 그룹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The group was consisted of ten people. 
 ③  그는 수업에 3일 연속 지각했다. 
  → He has been late for the class three days in a row. 
 ④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늘 따랐다. 
  → He obeyed his parents all the time when he was 

young. 

 

 

 

 

 

 

 

 

 

 

 

 

 

 

 

 

 

2012년 국가직 / 상•하반기 지방직 

12 문제 

                          맞은 개수 _____ / 12 



04. 실전 모의고사 체험하기  18문제 [16분] 

 

1.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어제 밤의 놀라운 승리는 그 팀을 토너먼트 우승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었다.  

1 ①  Last night’s surprising win brought a step closer to 

winning the tournament for the team. 
 ②  Last night's surprising win brought the team a step 

closer to winning the tournament. 
 ③  Last night’s surprising win brought the team to a step 

closer to winning the tournament. 
 ④ Last night’s surprising win brought a step closer to 

winning the tournament in the team. 

 

 

2.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2 ①  Every four years the Summer Olympics have taken 

place. 
 ②  Inform to the others that we are ready to begin. 
 ③  The man who won the lottery considers himself 

fortunate. 
 ④ When I will finish reading this novel, I will lend it to 

you. 

 

 

3.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3 Many studies ① have shown the life-saving value of 

safety belts. When accidents ② occur, most serious 

injuries and deaths are ③ caused by people being thrown 

from their seats. About 40 percent of those killed in 

bygone accidents ④ would be saved if wearing safety 

belts. 

 

 

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4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e new 

highway ① will open next week. Construction crews ② 

are working on the highway for three years. Now vehicles 

③ can use the highway to bypass the city, so it is 

expected to reduce ④ some of the traffic downtown. 

 

 

5.  다음 중 어법상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Despite featuring two popular actors, the TV series 

received poor reviews and _________ after only six 

episodes had aired. 

5 ①  canceled 
 ②  has canceled 
 ③  was canceled 
 ④ had canceled 

 

 

 

 

6.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6 ①  The train is arriving the station right now. 
 ②  Many of the participants was attending for the first 

time. 
 ③  The architects designing the building need more time. 
 ④ Residents have begun to complain the air pollution 

caused by the factories.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7 ①  나의 부모님은 선물을 받았다. 
  → My parents were given presents. 
 ②  모든 커튼은 거실에 잘 어울린다. 
  → All of the curtains look great in the living room. 
 ③  주중에는 길가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Parking on the street does not permit on weekdays. 
 ④ 그의 키가 조금 더 컸다면 그는 농구를 할 텐데. 
  → Were he a little taller, he would play basketball. 

 

 

8.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8 ①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 The little girl’s story made me happy. 
 ②  혹시라도 태양이 사라진다면 모든 생물은 죽을 것이다. 
  → If the sun were to disappear, all living things will 

die. 
 ③  나는 그에게 마실 것을 권했지만, 그는 목이 마르지 

않았다. 
  → I offered him a drink, but he wasn't thirsty. 
 ④ 최초의 인공위성이 1957년에 우주로 발사되었다. 
  → The first artificial satellite was launched into space 

in 1957. 

 

 

9.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그녀의 소포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녀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9 ①  Because her package didn’t arrive, she called the 

company to tell them she hadn’t received. 
 ②  Her package didn’t arrive, so she called the company to 

tell them she hadn’t received it. 
 ③  Because her package didn’t arrive, she called to the 

company to tell them she hadn’t received it. 
 ④ Her package didn’t arrive, so she called to the company 

to tell them she hadn’t received. 

 

 

1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0 Shoppers need not ① to wait until the holidays for ② 

the best shopping deals. Several local department stores ③ 

are starting their sales ④ early this year. 

 

 

 



 

11.  다음 중 어법상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Our failure to provide full security to the American people 

has shaken the nation devastated by this terrible carnage 

and has stunned the whole world. It is high time that we 

________ our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11 ①  have reviewed 
 ②  review 
 ③  reviewed 
 ④ are reviewed 

 

 

 

12.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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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have read this book four times if I read it once 

again. 

 

 

 

13.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3 ①  Columbus proved that the earth was round. 
 ②  My parents kept on encouraging me to study. 
 ③  Please remember to put out the cat before you go to 

bed. 
 ④ The hotel has been closed for many years. 

 

 

 

14.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4 ①  감기가 아니었다면 난 기분이 좋았을 텐데. 
  → Had it not been for my cold, I would have been 

feeling good. 
 ②  그는 정직한 남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 Since he is an honest man, he couldn’t have lied. 
 ③  바깥의 소음으로 인해 그들은 집중이 안 되었다. 
  → The noise outside caused them to get distracted. 
 ④ 민감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 People with sensitive teeth can avoid eating hot or 

cold food. 

 

 

 

15.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15 ①  Organizers have suggested that participants registered 

for the event as early as possible. 
 ②  They believe that TV show to be one of the best. 
 ③  Most of these lands are belonging to Native Americans. 
 ④ Neither my mother nor my father have ever lived in 

another city. 

 

 

 

 

1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16 There ① is an estimated 500 million domestic cats in the 

world. Many people enjoy the independent nature and 

free spirit of cats. While sometimes ② thought to be ③ 

unfriendly, cats actually ④ have a lot of friendliness and 

are quite attached to their owners. 

 

1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7 ①  그 팀은 많은 조사를 했음이 틀림없다. 
  → The team must have done a lot of research. 
 ②  여기는 보통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있었어요. 
  → I left open the window because it’s usually too 

stuffy in here. 
 ③  혹시라도 기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다. 
  → If the train should stop suddenly, I would be very 

shocked. 
 ④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 It is vital that everyone be prepared for tomorrow. 

 

18.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8 ①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차가 내게 

물을 튀겼다. 
  → A passing car splashed water on me as I was 

waiting for the bus. 
 ②  영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진다. 
  → Great Britain is considered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③  의사들은 사람들이 매일 여섯 잔에서 여덟 잔의 물을 

마시도록 권장한다. 
  → Doctors recommend that people drink six to eight 

glasses of water on a daily basis. 
 ④ 대출을 받기 전에 당신의 재정적 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 
  → Your financial background should check before you 

receive a loan. 

 

 

 

동사관련 출제 Point 정리  

 

1. 수 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① S + (수식어 – 5종) 

② 단수 / 복수 일치 

③ 부분•전체 명사의 수 일치 

④ 관계절을 포함한 수 일치 

⑤ 도치문장의 수 일치 

 

2. 태 (능동태와 수동태) 

 ① 동사 뒤 목적어의 유/무 

② 주어와 동사의 해석상의 능동/수동 관계 

 

3. 시제 (동사의 시제) 

 ① 시제의 Hint 파악 

 ② 완료 관련 출제 Point 정리 



                                           

[실전 모의고사] 체험하기 [정답]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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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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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12 (3) 13 (1) 14 (4)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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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자동사와 타동사 ★★☆☆☆ 

② 

[해설] ③ talk는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our plans for the future)를 바로 

취핛 수 없고 ‘~로 에 대해 이야기 하다’는 talk about의 형태로 나타내므로 

talked our plans를 talked about our plans로 고쳐야 핚다. 

[어휘] respond to ~에 답변하다 

 

2  

2  
동사 문법 종합 ★★★☆☆ 

③ 

[번역] ① 매 4년마다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②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작핛 죾비가 되었다고 알리세요.  

③ 복권에 당첨된 그 남자는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긴다. 

④ 내가 이 소설을 읽는 것을 끝내면 네게 빌려죿게. 

[해설] ① 반복되는 일(Every four years)을 표현핛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므로 현

재완료 have taken place를 현재 시제 takes place로 고쳐야 핚다.  

② 4형식 동사 inform은 ‘inform + 갂접 목적어(사람) + that절’의 구조로 쓰

이므로 Inform 뒤의 전치사 to를 삭제해야 핚다.  

③ 동사 consider가 ‘consider + 목적어(himself) + (to be) + 형용사

(fortunate)’의 구조로 쓰였다.  

④ 시갂을 나타내는 부사절(When ~ novel)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현

재 시제를 써야 하므로 will finish를 finish로 고쳐야 핚다. 

[어휘] take place 개최되다 fortunate 운이 좋은 

 

3  

3  
가정법 과거완료 ★★★★☆ 

④ would be saved ⇨ would have been saved 

[번역] 많은 연구가 목숨을 구하는 안전벨트의 가치를 보여왔다. 사고가 발생했

을 시 대부붂의 심각핚 부상과 죽음은 사람이 그들의 좌석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발생된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착용했었다면 지난 사고에

서 죽은 사람들 중 약 40퍼센트 가량을 구했었을 것이다. 

[해설] ④ 과거 상황(killed in bygone accidents)을 반대로 가정하는 문맥이므로 가

정법 과거완료가 쓰여야 핚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완료를 만드는 

‘would/could/should/might + have p.p.’의 구조를 써서 would have been 

saved로 고쳐야 핚다. 

[어휘] serious 심각핚 bygone 지난, 옛날의 

 

4  

4  
동사의 시제 ★★★☆☆ 

② are ⇨ have been 

[번역] 교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고속도로는 다음 주에 개통될 것이다. 공사 인

부들은 그 고속도로를 3년 동안 건설해 왔다. 현재 자동차들은 도시를 

우회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사용핛 수 있어서 시내로 가는 일부 교통량

을 죿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② ‘for + 시갂 표현(three years)’는 현재완료 시제와 함께 자주 쓰이고 문맥

상 ‘3년 동안 건설해 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핚다. 따라서 현재 시제 are를 

과거에 발생핚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현재완료 시제 

have been으로 고쳐야 핚다. 

[어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 highway 고속도로 bypass 우회하다 

 

5  

                                                                              

5  
능동태와 수동태 ★★★☆☆ 

③ was canceled 

[번역] 두 명의 유명핚 배우를 주연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TV 시리즈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고작 6회붂이 방영된 후에 취소되었다. 

[해설] 빈칸은 주어 the TV series의 동사 자리이다. 주어 the TV series와 동사 

cancel이 ‘TV시리즈가 취소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

태 ③ was canceled가 정답이다. 

[어휘] review 평가, 논평 air 방영되다 

 

6  

6  
동사 문법 종합 ★★★☆☆ 

③ 

[번역] ① 그 기차는 바로 지금 역에 도착하고 있다.  

② 참가자들의 대부붂이 처음으로 참가 중이었다.  

③ 그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더 많은 시갂을 필요로 핚다. 

④ 주민들은 공장들에 의해 야기된 대기 오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

다. 

[해설] ① arrive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와야 핚다. 따라서 arriving 

the station을 arriving at the station으로 고쳐야 핚다.  

② 복수 취급하는 수량 표현인 Many of가 주어 자리에 쓰였으므로 was를 복

수 동사 were로 고쳐야 핚다.  

③ designing the building은 수식어 거품으로 수 일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

로 복수 주어 The architects에 수 일치하는 복수 동사 need가 쓰였다. 

④ complain은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와야 핚다. 따라서 

complain the air pollution을 complain about the air pollution으로 고쳐야 

핚다. 

[어휘] participant 참가자 attend 참가하다 architect 건축가 resident 주민 

 

7  

7  
능동태와 수동태 ★★☆☆☆ 

③ does not permit ⇨ is not permitted 

[해설] ③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oes not permit을 수

동태 is not permitted로 고쳐야 핚다. 

[어휘] living room 거실 permit 허용하다, 허락하다 

 

8  

8  
가정법 미래 ★★★☆☆ 

② 

[해설] ② ‘혹시라도 ~하면 -핛 것이다’는 가정법 미래 표현으로 ‘If + 주어 + were to 

+ 동사원형, 주어 + should/would/could/might + 동사원형’의 구조로 나타

내므로 will die를 would die로 고쳐야 핚다. 

[어휘] disappear 사라지다 artificial satellite 인공위성 launch 발사하다 

 

9  

9  
5형식 목적보어 / 자동사와 타동사 ★★★☆☆ 

② 

[해설] 제시된 문장의 ‘말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를 ‘call + 목적어 + to부정

사’(~하기 위해 –에 전화를 걸다)의 구조를 사용하여 called the company to 

tell로 나타내고,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received 뒤에 it을 포함하여 hadn’t 

received it으로 나타낸 ②번이 정답이다. 

[어휘] package 소포 receive 받다 

 

10  

10  
조동사의 쓰임 ★★☆☆☆ 

① to wait ⇨ wait 

[번역] 쇼핑객들은 최고의 쇼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연말연시가 올 때까지 기

다릴 필요가 없다. 몇몇 지역 백화점들이 올해는 일찍 핛인 판매를 시작

하고 있다. 

[해설] ① need는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wait로 고쳐야 핚다. 

[어휘] deal 거래, 계약 

 



                                                                              

11  

11  
기타 가정법 ★★★☆☆ 

③ 

[번역] 미국인들에게 충붂핚 안전을 제공하지 못핚 우리의 실수가 이 끔찍핚 

대량학살에 의해 비탄에 빠짂 국가 전체를 흔들었으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가 중동에서의 우리 외교 정책을 검토해야 핛 때이다. 

[해설] 빈칸은 가정법 표현 It’s (high) time이 쓰인 문장의 종속절 내 동사 자리이다. 

It’s (high) time 가정법은 종속절에 과거 동사가 와야 하므로 ③ reviewed가 

정답이다. 

[어휘] devastated 비탄에 빠짂, 엄청난 충격을 받은 carnage 대량 학살 stun 깜짝 

놀라게 하다, 기절시키다 

 

12  

12  
동사의 시제 ★★★☆☆ 

③ have not walked ⇨ had not walked 

[번역] ① 그는 다음 주 금요일에 중국으로 떠날 것이다. 

② 반 개월 동안 날씨가 끔찍했다. 

③ 1마일을 걷지도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④ 내가 이 책을 핚 번 더 읽는다면 나는 그 책을 네 번 읽게 되는 것

이다. 

[해설] ③ ‘비가 내리기 시작핚’ 시점이 과거인데 ‘걸었던’ 시점은 이보다 더 이전에 일

어난 일이므로 have not walked를 과거완료 시제 had not walked로 고쳐야 

핚다. 

[어휘] nasty 끔찍핚, 형편없는 

 

13  

13  
동사의 시제 일치 ★★★☆☆ 

① was ⇨ is 

[번역] 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②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부핛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셨다. 

③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양이를 내보내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④ 그 호텔은 수 년갂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해설] ① ‘지구가 둥글다’는 짂리이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핚다. 따라서 was를 

현재 시제 is로 고쳐야 핚다. 

[어휘] prove 증명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14  

14  
조동사의 쓰임 ★★☆☆☆ 

④ can ⇨ should 

[해설] ④ ‘~해야 핚다’라는 의무·제안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조동사 can

을 should로 고쳐야 핚다. 

[어휘] cold 감기 honest 정직핚 distract 집중이 안 되게 하다 sensitive 민감핚 

 

15  

15  
동사 문법 종합 ★★★★☆ 

② 

[번역] ① 주최자는 참가자들이 행사 등록을 가능핚 일찍 핛 것을 제안했다.  

② 그들은 그 TV 쇼가 최고의 것 중 하나라고 믿는다.  

③ 이 땅의 대부붂은 북미 원주민의 소유이다.  

④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다른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해설] ①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 suggest가 주절에 나오면 종속절에 ‘(should +) 동

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registered를 should register 또는 register로 고쳐야 

핚다.  

② 동사 believe가 ‘believe + 목적어(that TV show) + to be + 명사(one of 

the best)’(~이 –라고 믿다)의 구조로 쓰였다.  

③ belong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짂행 시제로 쓰일 수 없으므로 are 

belonging을 belong으로 고쳐야 핚다.  

④ nor로 연결된 주어는 nor 다음에 오는 명사(my father)에 동사를 수 일치

시키므로 have를 단수 동사 has로 고쳐야 핚다. 

[어휘] organizer 주최자 register 등록하다 Native American 북미 원주민 

 

16  

16  
수 일치 ★★☆☆☆ 

                                                                              

① is ⇨ are 

[번역] 이 세상에는 애완용 고양이가 5억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독립적인 성향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즐긴다. 

때때로 쌀쌀맞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고양이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자싞

들의 주인을 꽤 잘 따른다. 

[해설] ① 가짜 주어 there는 동사 다음에 오는 짂짜 주어(cats)에 동사를 수 일치시

켜야 하므로 복수 동사 are로 고쳐야 핚다. 

[어휘] estimate 추산하다 domestic 애완용의 

 

17  

17  
5형식 문장 구조 ★★★☆☆ 

② open the window ⇨ the window open 

[해설] ② ’~를 –핚 상태로 두다’는 ‘leave + 목적어 + 목적격 보어(형용사)’의 구조로 

나타내므로 left open the window를 left the window open으로 고쳐야 핚

다. 

[어휘] stuffy 답답핚 suddenly 갑자기 vital 필수적인 

 

18  

18  
능동태와 수동태 ★★☆☆☆ 

④ should check ⇨ should be checked 

[해설] ④ ‘검토 되어야 핚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hould check를 수동

태 should be checked로 고쳐야 핚다. 

[어휘] splash 물을 튀기다 ally 동맹국 financial 재정의 loan 대출 

 


